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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2019년의 겨울, 마음이 앞선 것에 비해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석사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웠을 이 결실을 맺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글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섬세히 지도해주시며 학문적 조언과 지원으로 다

듬어지지 않은 형태를 논문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시며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봐주시고 배려해주신 신윤희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심을 맡아주시어 예리한 시각으로 논문을 검토해주시며 방향을 가르쳐 주신 김기경 

교수님과 세심한 지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희영 교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동안 많은 가르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허혜경 교수님, 임영미 

교수님, 박소미 교수님, 김기연 교수님, 최지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윤경숙 간호국장님, 김앵도 팀장

님, 강은희 팀장님, 윤병숙 팀장님, 추미경 팀장님과 대학원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시

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22병동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백지윤 

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며 논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22병동 홍승아 차장님과 간호사로써의 시작을 함께해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신 이승금 차장님, 외상중환자실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최문영 차장님과 실

습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대학원 생활을 응원해주신 김미정 차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교대 근무의 어려움에도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재연 선생님을 비롯한 22병동 선생님들과 분만실 선생님들에

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논문 진행과정에서 작은 걸림돌이 큰 벽으로 다가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하

나 도움을 주며 함께 고민해준 고마운 동기 이근희 선생님. 덕분에 졸업이라는 결실

을 맺습니다. 순환조교로 근무하는 동안 함께여서 행복했던 곽윤실, 천경인, 신수지, 

김미향, 임진경, 나경옥, 박세영, 전인혜, 연구강사 김보경 선생님과 논문 진행과정

의 어려움과 조언을 나눠주신 백기영 선생님, 장혜영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신규 생활을 함께 잘 겪어낸 김다은과 워라밸 없는 워라밸 논문을 쓴다며 응원해 준 

임지혜와 든든한 서보람, 외상중환자실 근무 시절 많은 가르침을 주시며 어린 후배를 

다독이고 고민을 나눠주시며 함께해주신 천상미 선생님, 신유미 선생님과 조아란 선



생님 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내과 중환자실부터의 인연으로 모든 병동에서 함께 했

던 이정원 선생님. 맛있는 밥을 사주시며 논문 마지막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셔

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병원에 발을 딛은 첫 순간부터 함께 해온 모든 선

생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보지 못하지만 언제든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겨주는 친구 이송희와 김진, 그리

고 이나래와 어느덧 아기 엄마가 된 이민주, 멀리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항상 그리

운 이혜림, 제주도에 초대해 주어 좋은 추억을 남게 해준 수지 선생님과 동굴탐사 동

아리의 인연으로 함께 한 황주현 언니와 같이 논문을 쓰고 있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김진태와 대학원 과정 중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움 주신 한영희 이모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늘 우리 세 남매가 먼저인 나의 아빠 이병세와 엄마 우문자.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결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단짝 이은별과 이종승, 항상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단단

한 버팀목인 가족들은 제 삶의 이유이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딸이며 언니, 누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많은 간호사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이든 삶에서든 행복이라는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학위가 헛되지 않도록 간호사로써 어떠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겸손

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이  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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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 시에 소재한 Y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에 자발적

으로 동의한 203명이다. 연구도구로 일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

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박지원

(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김경희(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건강상태는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작

성한 것을 김윤신(1979)이 한국판 THI (Todai Health Index) 건강조사표로 번안한 것

을 임경희(200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Duckworth 등(2007)이 개

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을 이수란과 손영우(2013)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T-test, ANOVA 및 Scheffe’s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은 5점 만점에 2.82(±.70)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 중 일-가

족 균형이 3.15(±.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 평가 영역은 2.49(±.82)점으

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지지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8(±.74)점이었다. 이

중 가족지지의 평균은 4.17(±.67)점이었으며 하부요인 중 물질적지지가 

4.2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적지지는 4.14(±.75)점으로 가장 낮았다. 동

료지지의 평균은 3.38(±.74)점으로 가족지지보다 낮았으며, 하부요인 중 정보적

지지가 3.46(±.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지지가 3.22(±.90)점으로 가장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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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38(±.66)점이었으며, 하부요인 중 정신적 

영역이 3.98(±.88)점으로 가장 높고, 신체적 영역은 3.36(±.73)점 으로 가장 낮

았다.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3.04(±.39)점으로 하부요인 중 끈기영역은 

3.12(±.58)점으로 열정영역 2.94(±.56)점보다 높았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r=-.14, p=.044)는 낮고, 그릿(r=.18, p=.010)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건

강상태가 여성보다 높은 것(t=2.52, p =.013)으로 확인되었다. 경력이 높을수록 

그릿(r=.18, p=.010)이 유의하게 높고, 일과 삶의 균형(r=-.15, p=.032)은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지지(r=-.16, p=.025), 

건강상태(r=-.18, p=.008), 일과 삶의 균형(r=-.15, p=.030)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 학력, 근무병동, 자녀 수나 미취학 아동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

일과 삶의 균형은 사회적지지(r=.39, p=<.001), 건강상태(r=.69, p=<.001), 그

릿(r=.3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와 건강상태(r=.34, 

p=<.001), 사회적지지와 그릿(r=.20, p=.005), 건강상태와 그릿(r=.33, p=<.001)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β=.57, 

p=<.001), 그릿(β=.17, p=.002), 사회적지지(β=.14, p=.009), 경력(β=-.12, 

p=.026) 순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설명하는 변수가 도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51.2%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3.45, p<.001).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재전략에 주 52시간 근

무제, 시간 외 근무 시간 인정,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 vii -

건강상태, 그릿,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호사의 일과 삶

의 균형 증진을 통한 간호사 개인의 만족스러운 전문직 수행과 간호조직의 안정적인 

구성원 관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핵심되는 말 :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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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이란 일과 일 이외의 영역 예컨대, 

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이다(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경제성장을 위해 일과 집단적 가치

를 중요시 했던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동중심 패러다임에서(이주영, 2013) 이제는 가

족을 중시하고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김은

희, 김철원, 2017). 이렇듯 개인의 삶과 가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높은 업무 

강도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조직구성원들은 일과 삶의 불균형을 체감하

게 되고, 이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삶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진

석, 2019).

보건의료 근로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등 보건의료 근로자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하였고, 

일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95.11분으로 통상적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

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국보건의료노조, 2019). 간호사는 교대근

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가 일상적인 직종으로 이러한 근무형태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이양숙, 장수정, 2013) 간호사의 근무형태를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의 이직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간호조직의 

전문직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면, 직무만족(장승희, 2019; 이진석, 2019; 

이홍용, 2017), 조직몰입(서창석, 최은실, 2018; 이홍용, 2017), 삶의 만족(이진석, 

2019), 행복감(최복길, 2018) 등은 높아지고,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경우, 이직의도

(최복길, 2018), 심리적 소진(이소립, 2015), 직무소진(이홍용, 2017)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는 사회적지지(Smith & Gardner, 

2007; 박정열, 손영미, 신규리, 2016), 조직 문화(김주엽, 2006), 지원제도(손영미, 

박정열, 2014) 등이 밝혀져 있으며 특히 사회적지지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영향력

이 높은 변인 중 하나로 꼽힌다(박정열, 손영미, 신규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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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사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미숙, 김현리와 이윤정의 

연구(2017)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하

여, 건강상태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여성 직장인 특히 기혼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 저

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현동, 김명희, 2011; 김준기, 양지숙, 2012; 이

양숙, 장수정, 2013; 정미숙 외, 2017).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수준이 낮고,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높게 경험하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므로(김

정운, 이장주, 2005)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노력하는 투지로 번역되는 ‘그릿(Grit)’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만족감과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의 회복이다(lambert, 

1990).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통제

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일에서든 삶에서든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과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운, 박정열, 2008). Goodwin과 Miller(2013)

는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해 당면한 과제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하더라도 학습의 기회로 삼

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박민희, 2019). 3교대라는 특수한 상황과 과도한 업무 속에

서 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간호사는 각기 다른 삶의 영역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개인마다 다른 강도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본인의 전문직에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힘(이지

연, 허유진, 이원진, 오정은, 2019)인 그릿을 통해 일과 삶의 영역에 대해 나름대로

의 통제력을 발휘하여 주관적이고 질적인 개념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릿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

로 개선하려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

고(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직장인의 그릿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이선영, 2018), 그릿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강현미, 박소윤, 2018; 장다희,김상림, 2019; 신여울, 구민주, 박다은, 

2018). 또한 일 이외의 영역인 가정, 여가, 개인적인 성장 등과 관련된 연구로 그릿이 

군대, 직장, 학교 및 결혼 생활에서의 적응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Eskreis-Winkler 

et al., 2014), 생활만족도에 그릿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주진영, 201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릿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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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개인적 성장)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3교대라는 특수

한 업무환경 속에서 전문직 커리어 신장이 중요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간

주하였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간호조직의 전문직 성장을 위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중

요함을 인식하여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는 기존에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간 외 

근무 시간 인정,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간호조직

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간호사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균형의 중요함에 대한 이슈

를 제기하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지지나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간호사 개인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성장을, 그리고 병원과 간호조직에게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을 살펴보고 이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성장을, 그리고 병원과 간호조

직에게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조직

과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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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1)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

이론적 정의 :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영역 예컨대, 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

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조작적 정의 :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이론적 정의 :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이다(박지원, 1985).

조작적 정의 :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

도를 김경희(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가족과 동료로 구분하여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3) 건강상태(Health status)

이론적 정의 :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건강행위를 지배하는 인간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허약하지 않으며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기능이 완전하다 느끼는 안녕상태를 말

한다(Pender, 1996).

조작적 정의 : 지각된 건강상태의 측정도구는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작

성한 것을 김윤신(1979)이 한국판 THI (Todai Health Index) 건강조사

표로 번안한 것을 임경희(200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말한다.

4) 그릿(Grit)

이론적 정의 : 장기적이며 도전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서, 어렵거나 도전적인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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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성품 특질이다(Duckworth, 2006; 김성철, 

2018).

조작적 정의 :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를 이수란

과 손영우(2013)가 번안한 도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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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한 Y대학 부속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이다.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요인 14개로 산출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94명이

었다. 이중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214명으로 연구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으나, 회

수되지 못한 8부와 답변에 누락이 있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203명이 작성한 설문

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임상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 임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간호사

    간호사의 역할 적응이 최소 6개월에서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손행미, 고문

희, 김춘미, 문진하, 2001) 임상경력이 6개월 미만의 간호사는 새로운 환경을 탐

색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근무환경에 대해 파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관리자(파트장) 제외

2.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대상자의 자녀 수, 근무병동, 경력, 근로시간, 미취

학 자녀 유무를 포함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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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일-가족 균형 8문항, 일-여가 균형 8문항, 일-성장 균

형 9문항, 전반적 평가 4문항으로 총 2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문항이 부정적인 질

문지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 분석 시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 영역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h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95이었다.

3)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김경희

(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가족과 동료로 구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

구는 정서적지지 9문항, 정보적지지 7문항, 물질적지지 2문항, 평가적지지 5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동일한 문항을 지지 제공자에 따라 가족지지, 동료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6이었다.

4) 건강상태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작성한 것을 김윤신(1979)이 한국판 THI 

(Todai Health Index) 건강조사표로 번안한 것을 임경희(2002)가 수정·보완한 척도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신체적영역 10문항, 정신적영역 7문항, 영적영

역 3문항, 사회적영역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문항이 부정적인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 분석 시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 영역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애(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이었다.

5) 그릿(Grit)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를 이수란과 손영우

(2013)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끈기(6문항)’와 ‘열정(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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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개 하위차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수란과 손영우(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삭제하면 신뢰도를 높이는 12번 문항(나는 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

는 일에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을 제외한 11문항의 Cronbach's alpha= .6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Y대학 부속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Y대학 부속병원 간호국을 직접 방

문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인을 얻은 후, 각 병동에 본 연구자

가 방문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3교대 근무 간호사에 한해 자료수집을 실시

하였으며, 배부된 214부의 설문지 중 8부를 제외한 206부가 회수되어 96.2%의 회수율

을 보였고 답변에 누락이 있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한 20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2)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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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9년 9월 6일 Y대학 부속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승인 (IRB승인번호:CR319092)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목적, 방법,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개인

정보와 비밀보장과  중도탈락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 문의사항을 위해 연구

자와 연구심의위원회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제공한 서류봉투에 넣고 봉인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비밀로 보장하고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임상실무경력, 근무형태 등의 개인정보가 연구 참여자 외에는 누구도 열람 할 

수 없도록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안암호를 책정하여 보관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3년(법정의무보관기간)동안 보관 후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 종이문서는 파쇄기

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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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9.8±7.61세로 20대

가 143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7명(13.3%)으로 동일한 분

포를 보였고, 50대 이상은 6명(3%)이었다. 

성별은 여자 188명(92.6%), 남자 15명(7.4%)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172명(84.7%), 대학원 졸업 18명(8.9%), 전문대학 졸업 13명(6.4%) 순의 분포를 보였

다. 결혼상태는 미혼 150명(73.9%), 기혼 53명(26.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자녀의 수는 9명(4.4%)은 ‘없음’이었고, 자녀 1명을 둔 간호사가 

13명(6.4%), 자녀 2명을 둔 간호사는 28명(13.8%), 3명을 둔 간호사는 3명(1.5%)이

었다.

미취학 아동 수에서는 37명이 ‘없음(69.8%)’, 11명의 간호사는 ‘1명(20.8%)’, 

5명의 간호사는 ‘2명 이상(9.4%)’의 미취학 아동이 있었다.

근무병동은 일반병동이 127명(6.26%)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 45명(22.2%),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병동이 31명(15.3%)이었다.

경력의 평균은 6.9±9.72년이었으며 일근로시간은 평균 9.15±.72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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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

특성 구분 n(%) M±SD

연령

20대 143(70.4)

29.8±7.61세
30대 27(13.3)

40대 27(13.3)

50대 이상 6(3.0)

성별
남자 15(7.4)

여자 188(92.6)

학력

전문대학 졸업 13(6.4)

대학교 졸업 172(84.7)

대학원 졸업 18(8.9)

결혼상태
미혼 150(73.9)

기혼 53(26.1)

자녀수

미혼(없음) 150(73.9)

기혼(없음) 9(4.4)

1명 13(6.4)

2명 28(13.8)

3명 3(1.5)

미취학 

아동 수

없음 37(69.8)

1명 11(20.8)

2명 이상 5(9.4)

근무병동

일반병동 127(62.6)

중환자실 45(2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31(15.3)

경  력 6.9±9.72년

일 근로시간 9.15±.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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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1)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표 2-1>과 같으며, 전체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78(±.74)점이었다.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4.17(±.67)점으로, 하부요인인 물질적지

지가  4.2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적지지는 4.14(±.75)점으로 가장 낮았

다. 동료지지는 3.38(±.74)점으로 가족지지보다 낮았으며, 하부요인 중 정보적지지

가 3.46(±.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지지가 3.22(±.9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2-1>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N=203)

영역 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지지 23 4.17±.67 1.96 5.00

정서적지지 9 4.20±.69 1.78 5.00

물질적지지 7 4.23±.81 1.00 5.00

평가적지지 5 4.15±.67 2.20 5.00

정보적지지 2 4.14±.75 1.57 5.00

동료지지 23 3.38±.74 1.57 5.00

정서적지지 9 3.36±.77 1.40 5.00

물질적지지 7 3.22±.90 1.00 5.00

평가적지지 5 3.41±.73 1.40 5.00

정보적지지 2 3.46±.80 1.17 5.00

전체 46 3.78±.74 2.3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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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상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 표2-2>와 같으며, 5점 만점에 3.38(±.66)점이다. 하부요인 

중 정신적 영역이 3.98(±.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영역은 3.36(±.73)점으

로 가장 낮았다.

<표 2-2> 대상자의 건강상태

(N=203)

영역 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체적 영역 10 3.36±.73 1.6 5

정신적 영역 7 3.98±.88 1 5

영적 영역 3 3.61±1.03 1 5

사회적 영역 10 3.62±.69 2 5

전체 30 3.38±.6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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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그릿

대상자의 그릿은 < 표2-3>과 같으며, 5점 만점에 3.04(±.39)점이다. 하부요인 중 

끈기영역은 3.12(±.58)점으로 열정영역 2.94(±.56)점보다 높았다.

<표 2-3> 대상자의 그릿

(N=203)

영역 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끈기 6 3.12±.58 1.50 4.83

열정 5 2.94±.56 1.40 4.60

전체 11 3.04±.39 1.91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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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표 2-4>와 같으며, 5점 만점에 2.82(±.70)점이다. 하

부요인 중 일-가족 균형이 3.15(±.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 평가 영역은 

2.49(±.8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2-4>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

(N=203)

영역 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가족 균형 8 3.15±.74 1.25 4.75

일-여가 균형 8 2.72±.86 1.00 5.00

일-성장 균형 9 2.76±.86 1.00 5.00

전반적 평가 4 2.49±.82 1.00 5.00

전체 29 2.82±.70 1.2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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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

형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

의 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r=-.14, p=.044)는 낮

고, 그릿(r=.18, p=.010)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건강상태가 여성보다 높은 것(t=2.52, p =.013)으로 확인되었다. 

근무 병동 특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그릿(F=4.06, p=.019)과 일과 삶의 

균형(F=3.07, p=.049)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사후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이 높

을수록 그릿(r=.18, p=.010)이 유의하게 높고, 일과 삶의 균형(r=-.15, p=.032)은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지지(r=-.16, p=.025), 

건강상태(r=-.18, p=.008), 일과 삶의 균형(r=-.15, p=.030)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 학력, 근무병동, 자녀 수나 미취학 자녀에 따른 사

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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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N=203)

특

성
구분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연령 3.78±.74 -.14
(.044) 3.39±.66 -.04

(.592) 3.04±.39 .18
(.010) 2.82±.70 -.12

(.080)

성
별

남 3.85±.48
.48

(.634)

3.79±.75 
2.52
(.013)

3.22±.52 
1.86
(.087)

3.19±.80
.64

(.426)
여 3.78±.61 3.35±.65 3.02±.38 2.79±.68

학
력

전문대학 
졸업 3.97±.62 

.68
(.506) 

3.66±.37 

1.25
(.290) 

3.03±.28 

4.14
(.017) 

2.89±.71 

.08
(.926) 

대학교 
졸업 3.77±.60 3.37±.68 3.01±.39 2.81±.77 

대학원 
졸업 3.77±.55 3.33±.61 3.29±.41 2.84±.70 

결
혼
상
태

미혼 3.81±.59
1.11
(.772)

3.41±.67
.95

(.663)

3.02±.38
-.48
(.843)

2.91±.71
3.09
(.170)

기혼 3.70±.58 3.31±.65 3.06±.43 2.57±.59

자
녀

없음 3.82±.54

1.84
(.169)

3.20±.51

.24
(.792)

2.80±.35

3.04
(.057)

2.41±.44

.43
(.651)

1명 3.91±.62 3.39±.76 2.97±.42 2.65±.61

2명
이상 3.57±.56 3.39±.64 3.17±.42 2.57±.63

미
취
학
아
동

없음 3.69±.58

.53
(.817)

3.31±.59

.73
(.970)

3.09±.43

.01
(.471)

2.55±.60

.11
(.720)

있음 3.73±.61 3.31±.77 3.00±.44 2.61±.59

근
무
병
동

일반
병동 3.80±.58

.15
(.857)

3.31±.69

2.49
(.086)

3.00±.35

4.06
(.019)

2.74±.71

3.07
(.049)

중환
자실 3.78±.60 3.48±.61 3.10±.41 2.87±.66

간호간
병통합
서비스
병동

3.73±.67 3.56±.57 3.18±.49 3.07±.63

경력 3.78±.74 -.12
(.087) 3.39±.66 -.09

(.202) 3.04±.39 .18
(.010) 2.82±.70 -.15

(.032)

일 근로시간 3.78±.74 -.16
(.025) 3.39±.66 -.18

(.008) 3.04±.39 -.02
(.807) 2.82±.70 -.15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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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은 사회적지지(r=.39, p=<.001), 

건강상태(r=.69, p=<.001), 그릿(r=.3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

회적지지와 건강상태(r=.34, p=<.001), 사회적지지와 그릿(r=.20, p=.005), 건강상

태와 그릿(r=.33, p=<.001)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적지지, 건강상

태, 그릿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 

　(N=203)

변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일과 삶의 균형

r(p) r(p) r(p) r(p)

사회적지지 -

건강상태
.34**
(<.001)

-

그릿
.20**
(.005)

.33**
(<.001)

-

일과 삶의 균형
.39**
(<.001)

.69**
(<.001)

.36**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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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사회적지지, 건

강상태, 그릿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력과 

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각 변수를 enter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의 공선성 통계량에서 사회적지

지, 건강상태, 그릿, 경력, 일근로시간의 공차는 .1 이상,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69~1.280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건강상태(β=.57, p=<.001), 그릿(β=.17, p=.002), 사회적지지(β=.14, p=.009), 

경력(β=-.12, p=.026) 순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설명하는 변수가 도출되었다. 모형

의 설명력은 51.2%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3.45, p<.001).

<표 5>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

(N=203)

B S.E β t p

사회적지지 .17 .06 .14 2.65 .009

건강상태 .60 .06 .57 10.18 <.001

그릿 .30 .10 .17 3.10 .002

경력 -.00 .00 -.12 -2.25 .026

일근로시간 -.03 .05 -.03 -0.65 .515

R²=.524 adj R²=.512 F=43.448, p=<.001, Durbin-Watson=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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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4.1.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8점으로 가족지지 4.17점, 

동료지지는 3.38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대상의 최정

화(2018)의 연구에서 가족지지 4.19점, 동료지지 3.42점으로 가족지지가 동료지지보

다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족지지의 하위 영역 중 물질적지지 

4.23점, 정서적지지 4.20점, 평가적지지 4.15점, 정보적지지 4.14점 순으로 최정화

(2018)의 연구와 동일한 순서의 가족지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지는 프

리셉터 간호사 대상의 김수경(2017)의 연구에서 3.44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가영(2018)의 연구에서 3.49점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동료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보적지지가 가장 높았고, 물질적지지가 가장 

낮아 최정화(201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정보적지지는 업무에 관해 개인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받는 것으로, 조직내부에서 간호사는 동료

들과 임상정보를 공유하므로, 다른 하위 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질적지지는 필요 

시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

끼는 상태로, 간호현장은 만성적인 대체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조직 내에서 물질적 도

움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3.3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미애(2018) 연구의 2.67점보다 높았다. 같

은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역문항 처리하지 않아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혜숙(2012)의 연구에서 2.80점, 방영은과 박보현(2016)

의 연구에서는 2.8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으로 살펴보면 정신적 영역이 가

장 좋았고, 신체적 영역이 가장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혜숙(2012)의 연구와 

김미애(2019)의 연구에서 정신적 영역이 가장 좋지 않았고 영적 영역이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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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가 주로 건강상태의 전체

적인 수준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한 본 연구와 정확한 비교가 어

렵지만, 간호사의 신체적 건강상태 점수가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박애순, 

2011)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가 교대근무로 인해 일주기리듬 변화로 소화기계 질

환, 수면장애, 피로, 면역 체계 이상, 근골격계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 선행

연구들(Attarchi, Raeisi, Namvar, & Golabadi, 2014; Caruso, 2014; Costa, 2010)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상태의 저하는 육체적인 에너지의 소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

정적 측면에서도 간호사 개인과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나아가 환자와 환자를 둘러싼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박소연, 2017) 간호사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병

원과 간호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그릿은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사의 

그릿을 측정한 정지영 등(2019)의 연구의 3.12점보다 낮았으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양지나(2019)의 연구에서 3.02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릿의 하위영역인 

끈기 영역은 3.12점으로 열정 영역의 2.94점 보다 높았다. 그릿에서 언급하는 열정은 

‘얼마나 열심히 목표에 전념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열정의 지속성’으로 Duckworth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목표에 일관되게 집중

하는 열정이 노력을 지속하는 일보다 어렵기 때문에 끈기 점수가 열정 점수보다 높게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민희(2019), 양지나(2019), 정지영 등

(2019)의 연구에서도 끈기 영역이 열정 영역보다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릿은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는 흥미와 관심을 두고 꾸준히 노력함을 의미하는데 간호사는 

짧은 트레이닝 기간 후의 독립, 의도치 않은 근무지 이동, 교대근무, 시시각각 변하

는 환자 상태에 즉각 응대해야하는 업무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간호사의 그릿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과 간호조직은 간호사의 

그릿 증진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상위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열정과 흥미를 이

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 개인은 관심사를 분명히 하여 변

하지 않는 최상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연습을 지속하여 그

릿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릿의 도구가 신뢰도 .63으로 낮았으며, 12번 문항인‘나는 

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도구의 신뢰도를 떨

어뜨리는 문항이어서 삭제하였으므로 간호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그릿 도구의 개발

과 타당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지지와 건강상태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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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숙, 장수정, 2013)와 일치한다. 가족이나 동료의 지지를 받고 건강상태가 좋

은 간호사는 본인의 일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더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그릿

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경험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4.2.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평균 2.82점으로 간호사 대상의 김수경(2017)의 연구에

서 2.83점,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 대상의 정이랑(2019)의 연구에서 2.45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의종(2019)의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평균 평점이 3.16점으로 평균 점수의 수준이 교대근무 간호사들보다 높

게 나타나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는 경력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규간호사에 비해 경력간호사가 장기간의 밤근무나 

경직된 근무형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이소정, 강미경,  권

순희, 송경향, 이종화, 최정란, 현은숙, 박경숙, 2002)와 장기경력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최선임과 김진현의 연구(2014)에서 경력 간호사는 오랜 기간에 거쳐 전문직 간

호사로 숙련되었지만 역할에 대한 갈등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보상 없는 과중

한 업무, 나이 듦으로 교대근무가 더 버거워진다고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결

과는 3-9년보다 10년 이상의 간호사가 일과 삶의 균형이 더 낮다고 한 김수경(2017)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건강상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

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미숙 등(2017)의 연구와 정이랑(2019)의 연구에서도 건

강상태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 하였으며,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신체적 노동과 정

신적 감정 노동의 특성을 가지며, 이성자(2001)는 교대근무 시 신체 내부의 리듬과 

외부환경의 차이로 인체는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증상은 개인생활에 변화를 

주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일과 삶의 

균형 유지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병원조직은 간호사 

개인이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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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도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사의 그릿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Duckworth (2016)는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

제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릿이 높은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서도 자신의 일에서든 삶에서든 통제력을 갖고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원과 임상현

장, 간호교육에서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uckworth 

(2016)는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사를 분명히 할 것을 권고한다. 관심사

를 발견 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에서 간호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상위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상위목표를 달성하는 실제 현장인 병원에

서는 입사한 신규간호사가 상위목표를 인지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력 간호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상위목표를 인지

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경력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과 전문가적 보상 등의 지원(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

수, 김명애, 2007)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은 지지자

들을 통한 자극과 정보제공, 격려가 있을 때 증진된다고 하였으므로(Duckworth, 

2016), 구성원 모두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

는 등 그릿 배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

에서도 간호사 개인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그릿을 증진시

킨다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지지 또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이랑(2019)의 연구에서는 동료지지가 대

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료 및 상사의 지

원과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박정열 

등(2016)의 연구도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어 동료와 가족지지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도 친밀

하고 평등한 가족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일과 가정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강화가 증가

하였으며, 모성보호지원 측면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지원

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양성평등적인 직장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일

과 가정간의 갈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한 업무 분담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

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사 집단에 존재하는‘태움’을 문화가 아닌 문제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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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조직과 구성원의 인식개선 등의 지지문화 조성을 

통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고 건강상태, 그릿, 사회적지지, 경력 순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설명하는 변수

가 도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51.2%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간호

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재전략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간 외 근무 시간 인정,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그릿,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증진을 통한 간호사 개

인의 만족스러운 전문직 수행과 간호조직의 안정적인 구성원 관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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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연구 측면

첫째, 기존의 기혼 간호사 대상의 일과 가정 양립의 제한적 연구에서 나아가 간호사

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추후 연구에서 이들 변인

들을 이용하는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최근에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그릿이라는 긍정심리요인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간호 실무 측면

첫째, 병원 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수가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중재전략에 건강상태, 그릿, 사회적지지

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교육에서 간호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 발전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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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을 파악하고, 사

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과 일과 삶의 균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병원의 제도

적 지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성장에 기

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그릿, 경력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51.2%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가족지지와 직장 내 동료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지문화를 조성하고, 간호사의 그릿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경력개발 제도의 운

영과 이에 따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분류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간호사의 그릿을 조사한 도구의 내적 신뢰도가 .63 으로 낮았으므로, 간호사에

게 적합한 그릿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사에게 적합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7 -

참고문헌

강현미, 박소윤. (2018). 유아교사의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787-806.

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명애. (2007). 간호사 경력개발제도에 관한 연

구. 임상간호연구, 13(1), 7-23.

김가영. (2018). 수술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사회적지지 및 전문직 삶의 질 간의 관

계,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2008). 보험심사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소진과의 관계,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애. (2019).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철. (2018). 일터 내 그릿의 효과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경. (2017). 간호사의 여가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정도 및 회복탄력성. 부산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신 외(1979). 질문지 건강조사표에 관한 고찰-THI건강조사표의 실용화. 한국산업

의학지, 18(1), 18-28.

김은희, 김철원. (2017).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사회적 계층이 주관적 행복감. 관광

연구, 32(7), 1-24.

김의종. (2019).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정, 조직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대

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운, 박정열. (2008).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 53-69.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일과 삶의 조화 (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 29-48.

김정운, 이장주. (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

회 및 성격, 19(2), 1-15.

김준기, 양지숙. (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

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현동, 김명희. (2011). 기혼여성직장인의 가치관에 따른 직장과 가정의 긍정적 전

이과정 탐색. 여성연구, 33-67.

문혜숙. (2012). 간호사와 여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

박민희. (2019). 일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포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 (2017). 임상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방영은, 박보현. (2016). 병원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3), 227-237.

박애순. (201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정열, 손영미, 신규리. (2016). 기혼 직장여성의 사회적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69-81.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창석, 최은실. (2018).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이 조직몰입과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대회, 15-15.

손영미, 박정열. (2014).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조직문화와 지원

제도의 영향력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9(4), 111-125.

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2001). 신규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대한간호

학회지, 31(6). 988-997

송다영, 장수정, &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

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신여울, 구민주, 박다은. (2018). 보육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

트레스의 매개효과. Korean J Child Stud, 39(2), 15-26.

양지나. (2019). 응급실 간호사의 전략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그릿이 재난중증도 분

류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 (2018). 직장인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열정적 끈기(그릿)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자. (2001). 밤번고정근무 간호사와 3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 직무만족도, 간

호업무수행정도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립. (2018).  상담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정, 강미경, 권순희, 송경향, 이종화, 최정란, 현은숙, 박경숙. (2002). 신규간

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비교. 중앙간호논문집, 6(1), 89-99.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10(3), 349-366.



- 29 -

이양숙, 장수정. (2013). 기혼간호사의 일-가족 양립갈등, 조직문화, 상사지지와 정

신적, 신체적 건강과의 상관관계. 보건사회연구, 33(4), 394-418.

이주영. (2013). 일과 삶의 균형(WLB) 지원제도 활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

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허유진, 이원진, 오정은. (2019). 간호사의 그릿에 대한 개념분석. 한국위기

관리논집, 15(5), 35-48.

이진석. (2019).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 :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용. (2017). 베이커리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소진, 정서적 몰입, 직무 

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경희. (2002).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와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다희, 김상림. (2019).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그릿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5(1), 

177-183.

장승희. (2019). 생활체육지도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숙, 김현리, 이윤정. (2017). 한국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6(2), 114-123.

정이랑. (2019).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영, 서연숙, 최정훈, 김성희, 이민숙, 홍성화, ... & 박다은. (2019). 대학병원 

간호사의 그릿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몰입의 매개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2), 181-190.

주진영. (2018). 여가스포츠로서 따릉이 이용자의 그릿이 여가지속, 여가만족도,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복길. (2018). 보육교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행복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총

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비. (2016). 간호사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건강증진행위가 간호업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화. (2018). 육아휴직 후 복귀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의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9. 6. 25). URL:http://bogun.nodong.org/xe/khmwu_5_4/544749

Attarchi, M., Raeisi, S., Namvar, M., & Golabadi, M. (2014). Association 



- 30 -

between shift working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nursing 

personnel.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19(3), 

309-314.

Caruso, C. C. (2014). Negative impacts of shiftwork and long work hours. 

Rehabilitation Nursing, 39(1), 16-25.

Costa, G. (2010). Shift work and health: current problems and preventive 

actions. Safety and health at Work, 1(2), 112-123.

Duckworth, A, L. (2016). GRIT 서울:비지니스북스.

Duckworth, A, L. (2006).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36.

Goodwin, B., & Miller, K. (2013). Grit+ talent= student success. Educational 

Leadership, 71(1), 74-76.

Lambert, S. J. (1990). Processes linking work and family: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Human relations, 43(3), 239-257.

Pender, N. J. (1986). Health promotion: Implementing strategies. 

Family-centered nursing in the community, 295-334.

Smith, J., & Gardner, D. (2007). Factors affecting employee use of work-life 

balance initiatives.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36(1), 3-12.



- 31 -

부록 1. 연구 대상자 설명문



- 32 -



- 33 -

부록 2. 연구 참여 서면 동의서



- 34 -

부록 3. 설문지 도구



- 35 -

1) 일반적 특성



- 36 -

2) 일과 삶의 균형



- 37 -

3) 사회적 지지



- 38 -

4) 건강상태



- 39 -

5) 그릿



- 40 -

부록 4.연구 도구 사용 승인



- 41 -



- 42 -



- 43 -



- 44 -

ABSTRACT

Nurses' Social support, Grit, Health status and 

Work - Life balance

Lee, Sol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among 

nurses’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and thereby, examine the effects of their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and 

grit on their work-life bal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ampled 203 nurses who had been working for 

‘Y’ University hospital in ‘W’ city; all of them had agreed to this study 

voluntarily. In order to measure subjects’ work-life balance, this study used 

the scale developed by Kim Jeong-un and Park Jeong-ryeol (2008). And in order 

to measure their social support, this study used the scale developed by Kim 

Kyoung-hee (2008) based on the scale developed by Park Ji-won (1985). In 

addition, in order to measure subjects’ health status, this study used the 

scale developed by Dept. of Public Health, Medical School of Tokyo University 

in Japan and translated into a Korean version THI Health Survey Table by Kim 

Yun-sin (1979) and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Lim Kyoung-hee (2002). Further, 

in order to measure subjects’ grit, this study used the Original Grit Scale 

(Grit-O) developed by Duckworth, et. al., (2007) and translated by Lee Soo-ran 

and Sohn Young-woo (2013).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 10 to Sept. 23, 2019, and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for 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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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ubjects’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Subjects’ work-life balance scored 2.82(±.70) on average on a 5-point 

scale. In view of the sub-factors, work-family balance scored highest or 

3.15(±.74), while overall evaluation area scored lowest or 2.49(±.82). 

Subjects’ social support scored 3.78(±.74) on average on a 5-point scale. In 

view of the sub-factors, family members’ support scored 4.17(±.67) on 

average. Their financial support scored highest or 4.23(±.81), while their 

information support scored lowest or 4.14(±.75). Colleagues’ support scored 

3.38(±.74) on average, lower than family members’ support. In view of the 

sub-factors, information support scored highest or 3.46(±.80), while the 

financial support scored lowest or 3.22(±.90).

Subjects’ health status scored 3.38(±.66) on a 5-point scale. In view of 

the sub-factors, the mental area scored highest or 3.98(±.88) while the 

physical area scored lowest or 3.36(±.73). Subjects’ grit scored 3.04(±.39) 

on a 5-point scale. In view of the sub-factors, tenacity scored 3.12(±.58), 

higher than passion (2.94±.56).

2) Subjects’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older the subjects were, their social support was 

lower(r=-.14, p=.044), while their grit was higher(r=.18, p=.010).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males had better health status than females(t=2.52, p 

=.013). The longer their career was, their grit was significantly higher(r=.18, 

p=.010), while their work-life balance was significantly lower(r=-.15, p=.032).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longer their working hours were, thei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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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r=-.16, p=.025), health status(r=-.18, p=.008) and work-life 

balance(r=-.15, p=.030) were significantly lower. However, there wer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ir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depending on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marital status, 

academic background, ward served, number of children or pre-school children. 

3) Correlations among subjects’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Subjects’ work-life bala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social 

support(r=.39, p=<.001), health status(r=.69, p=<.001) and grit(r=.36, 

p=<.001),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ir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r=.34, p=<.001), between their social support and 

grit(r=.20, p=.005), and between their health status and grit(r=.33, p=<.001). 

Namely, the higher their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and grit were, their 

work-life balance was higher.

4) Factors affecting subjects’ work-life bal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affecting subjects’ work-life 

balance, it was found that their health status ha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β=.57, p=<.001), followed by grit(β=.17, p=.002), social support(β

=.14, p=.009) and career length in their order(β=-.12, p=.026).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51.2%, while it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F=43.45, p<.001).

All in all, it was found through this study that there would be correlations 

among nurses’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and work-life 

balance, a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ir work-life balance would be their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and grit.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include, in the intervention strategy for nurses’ work-life balance, not only 

such institutional support as 52-hour workweek, acknowledgment of overtime work 

and break time during duty hours but also the methods of improving their health 

condition, grit and social support, and thereby, help them perform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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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services satisfactorily through their balanced work-life, while 

managing the nursing organization stably, and ultimately, helping them to grow 

into the professional nurses in the long run.

Key words: nurse,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grit, work-life bal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