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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인식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Q 연구방법론
을 활용하였다. 12명의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후 문헌내용을 참고하여 77개의 Q 모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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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고 총 35개의 Q 진술문을 추출한 후 전담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인식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제 1유형은 체계확립 중시형,
제 2유형은 정체성 추구형, 제 3유형은 역할갈등형, 제 4유형은 회의감 인식형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
의 전문직업성 인식유형은 유형별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긍정적인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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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ism recognized by
physician assistants. This study utilized Q methodology. A total of 12 physician assistants were
interviewed and 77 Q-populations were constructed by referring to the interview data and related
literature. After extracting a total of 35 Q statements, 30 participants sorted Q statements. Four types of
perceptions about the professionalism of physician assistants were identified: “system establishment-oriented,”
“identity seeking,” “role conflict,” and “skepticism recognition.” Confirmation of these four types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not only the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ism but also the
diverse subjectivity that physician assistants have in their occupation. To have positive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percep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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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비자 중심의 질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병원경영의 효
율성을 위해 병원계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일반간호사와는 다른 특정 업
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치하기 시작 하였다(Lim et
al., 1997).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
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
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Yun,
1997),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간호사의 법제화를 건의하였고, 마침내 2000

년도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법제화되었다(Kwon et al.,
2008). 그러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지원인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9.4%로 낮았
다. 이는 병원경영 및 간호 인력배치 과정에서 자격을 갖
춘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제도적 장치나 경제적 유인이 없
어,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간호사라는 상
급간호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보다 physician
assistant, surgeon’s assistant, 준의사, 전담간호사, 전
문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의 인력들을 이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2017). 전문간호사 자
격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명은 전문간호사가
아니거나, 전문간호사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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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등 다양한 직책명을 사용하고 있어(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본 연구에서는 각 병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통칭하여 전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수는 1997년 전담간호사를 활용
하기 시작한 이래 2005년 처음 235명이 집계되었으며
2017년 2,921명, 2018년 3,353명, 2019년 4,136명으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Jeong et al., 2020). 또한 보건복
지부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
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가 4년에서 3년으
로 단축되어 전담간호사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8).
미국의 경우 physician assistant는 의사와 함께 팀으
로 일하는 의료전문가로서 공인된 physician assistant
과정 졸업 후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10년마다 자
격갱신을 위한 시험을 봐야 한다(American Academy
Physician Assistant [AAPA], 2020). physician assistant
는 의사의 감독하에 신체검진,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
검사처방과 해석, 시술 수행, 수술 보조, 환자교육 제공,
병원과 널싱홈에서 상담 및 순회(rounding) 등을 수행하
게 되고, 미국 컬럼비아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state)
에서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Kim et al., 2015). 이와 대
조적으로 우리나라 전담간호사는 법적인 인정기준 없이
병원의 필요에 의해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 할 수 있는 숙
련된 경력간호사를 발령하거나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체계
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이나 전공의들로부터 이론과 실
습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고 있다(Kwak et al., 2014).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전담간호사는 검사결과 확인, 환자 및
가족 교육/상담, 건강력 수집, 환자 상태변화에 따른 치료
계획 조정 및 변경, 중증도 분류, 약물처방, 검사처방, 수
술 및 수술보조, 상처봉합 및 회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Kim et al., 2006). 이러한 업무를 직무 초기 시 해
당 진료과와 관련된 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전공의처럼
교대될 때마다 인계 및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
어 현장에서는 계속 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공의의
직무영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종간의 갈등을 유발하
는 문제점을 갖는다(Kim et al., 2014). 따라서 전담간호
사 업무는 타 의료종사자, 소비자에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을 야기(Kim et al., 2006)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업무를
위임한 의사와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논란
이 발생할 수 있다(Yang et al., 2012).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
또는 태도의 속성을 의미한다(Han et al., 2010). 하나의

직업 집단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승인
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높은 사회적 지
위를 누리게 하는 배경이 되므로 직업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직
업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Song, 1994). 어떤
직업관을 추구하는냐에 따라서 직업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직업에 대한 열정의 정도가 좌우되며, 직책수행
에서의 능률과 발전이 결정된다(Yeun et al., 2005).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문직업성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이 강할
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지금까지 전담간호사에 대한 국내 연구로 업무분석(Park
et al., 2007), 역할인식(Seo et al., 2005), 전문간호행
위 분류와 수행분석(Kim et al., 2009), 역할갈등(Kim,
2019), 역할 적응과정(Lee, 2017),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Jang et al., 2016)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고, 전문직업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담간
호사가 아닌 임상 간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존의 연구
로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이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외부로부
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으로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 간의 개인차에 중점을 두기보다 개인에 대
한 내적 의미에 중점을 둔다(Kim et al., 2000). 따라서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관
성을 탐색하는 Q 방법론을 통해 전담간호사 내부에서의
변인에 대한 속성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변인에 대한 대
상자의 사고, 인지, 태도 등 주관적 가치를 심도있게 알아
보고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유형을 확인하
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담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유형
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2)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유형
별 특성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Q 방
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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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Q 모집단 및 Q 표본 구성
본 연구에서는 Q 진술문 구성을 위해 전담간호사로 3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12명과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
시한 후 면담내용 분석과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진술문을 구성하
였다. 면담내용은 주로 전담간호사를 하게 된 계기, 병원
에서 전담간호사의 위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업무에
대한 만족감, 전담간호사의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면담 시 녹음 및 필기를 통해 자료의 누락을 최소화하였
다.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전문간호사 자격증
을 보유한 전담간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인의
자문을 얻어 문헌고찰, 진술문 간 중복항목 삭제, 분리 및
정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발전방향, 역
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관련하여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
성을 대표할 수 있는 총 77개의 모집단을 추출하였고, 추
출된 77개의 Q 모집단에서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
표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Kim, 2008)으로 전문직업성 관련 항목 12개, 직무만족
관련 항목 11개, 발전방향 관련 항목 7개, 역할갈등 관련
항목 3개, 직무 스트레스 관련 항목 2개 등 총 35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다.
2)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의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인식을 확
인하는 것으로, Q 방법론상 수행되는 소표본 원리에 입각
하여(Kim, 2008), Q 모집단 구성을 위해 심층면담에 참
여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로 3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30명을 선정하였다.

의의 양극에 놓인 진술문에 대해 분류한 이유나 느낌 등에
대한 추가적 질문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조사지 작성
과 Q 분류 및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 NO. GWNUIRB-2019-26)의 승인을 받아 2019
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 전 참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의 목적 및 내용과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 연구 안내문
을 통하여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 동의를 구하였
으며,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동의서에는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의 거부나 중도 철회
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3. 자료분석
P 표본으로 선정된 30명의 전담간호사가 분류한 35개
의 Q 진술문들을 각 P 표본이 동의 또는 비동의한 수준에
따라 가장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1점을 시작으로 비동의
정도가 약할수록 1점씩 더하며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강
한 경우 9점을 주어 자료 파일에 입력한 후 PC-QUNAL
program을 통해 각 항목의 표준점수,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한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
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
켜 산출된 결과 중 변량과 누적 변량, 전담간호사의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Q 요인이
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결

과

3) Q 분류
Q 분류는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Q 표본 35
개를 하나씩 읽으면서 주관적인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긍
정적 감정 또는 동의(+), 부정적 감정 또는 비동의(−), 중
립(0)으로 분류하되 각 항목들이 강제적으로 유사정상분
포(forced quasi distribution)가 되도록 하였다. Q 분류
분포도는 각각 ±4점에 4개의 카드, ±3점에 6개의 카드,
±2점에 8개의 카드, ±1점에 10개의 카드를 분류하도록
한 후, 나머지 7개의 카드는 중립으로 분류하고 0점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Q 분류할 때 Q 요인 해석 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류 후 P 표본에게 동의, 비동

본 연구에서는 PC-QUNAL program의 수행요인 중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입력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4개의 유형이 분류 되었다. 각 요인별 설명력은 Table
1과 같다. Q 요인 Ⅰ 26.0%, Q 요인 Ⅱ 9.8%, Q 요인
Ⅲ 7.8%를 설명하여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43.6%를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각 Q 유형별간의 상관관계분석은 각 유형간의 유사성
과 독립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 1유형과 제 2유

Table 1.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and cumulated variance of Q factors

Table 2.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1. Q 요인 형성

Variables

Q factor I

Q factor Ⅱ

Q factor Ⅲ

Variables

Type Ⅰ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
Cumulated variance (%)

7.81
26.0
26.0

2.95
9.8
35.9

2.34
7.8
43.7

Type Ⅱ
Type Ⅲ
Type Ⅳ

.39
.11
.16

Type Ⅱ

.34
-.29

Type Ⅲ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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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상관관계 계수는 .39,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
관계 계수는 .11, 제 1유형과 제 4유형의 상관관계 계수
는 .16, 제 2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관계 계수는 .34, 제
2유형과 제 4유형의 상관관계 계수는 −.29, 제 3유형과
제 4유형의 상관관계 계수는 .29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
가 모두 낮게 나타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Table 2).

우선 법적 제도화도 이뤄져야 하지만, 전문인으로 인정받
기 위해 전담간호사로서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z=.78)’였다. 즉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전

Table 4.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
Q statement

2. P표본의 특성

6

P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요인가중치는 Table 3과 같
다. 각 유형에서 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각 유형을 분류하
는데 기여한 전담간호사로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의미한다. 제
1유형에 18명, 제 2유형에 4명, 제 3유형에 5명, 제 4유형
에 3명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전체 Q 항목 중 전체 유
형에서 의견일치를 보이는 항목을 일치 항목(consensus
items)이라 하는데, 평균 표준점수가 절대값 1 이상인 항
목은 없어 해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유형 간
의견일치를 보인 항목은 ‘전담간호사의 지위확립을 위해

20

26

12

Z-score

However legal institutionalization must be implement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s, systemic educa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get a
formal qualification as Physician Assistants.
In order for Physician Assistants to be recognized as
an expert it is necessary to make steady/constant
efforts to acquire specialized qualification such as research, education and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Physician Assista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llaborator for residents training on our by
different medical parts because they work in a
fixed area with their own skillful work.
Physician Assistants are an important position as
an expert in the field because it needs to acquire
not only medical knowledge but also a very high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as compared with
general nurses in their department.

0.78

0.70

0.49

0.34

Table 3. Factor weights by Q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 samples
Q
factor
(N)

TypeⅠ
(18)

TypeⅡ
(4)

TypeⅢ
(5)

TypeⅣ
(3)

a)

ID

2
3
4
5
6
7
9
10
11
16
17
18
22
24
25
a)
27
28
29
15
19
a)
20
30
a)
1
8
12
14
26
13
21
a)
23

Gender

Age
(year)

F
F
F
F
F
F
F
F
F
F
F
F
M
F
M
M
F
M
F
F
F
M
F
F
F
M
M
F
F
F

41
32
44
39
32
37
32
43
35
36
32
43
32
45
43
27
41
43
36
44
32
35
35
26
39
36
30
33
46
45

Marital
status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Education
level

APN
certificated

Master
Diploma
Master
Bachelor
Diploma
Diploma
Diploma
Master
Master
Diploma
Master
Master
Diploma
Doctor
Master
Master
Bachelor
Bachelor
Bachelor
Master
Bachelor
Diploma
Bachelor
Diploma
Bachelor
Master
Bachelor
Diploma
Master
Master

Yes
No
No
No
No
No
No
Yes
No
No
No
No
No
Ye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Yes

Total
Average
PA
nurse
weekly
career
career
working
(month)
(month)
hours
222
138
271
190
111
197
126
243
163
177
127
255
96
285
216
49
222
115
188
272
125
128
149
36
202
120
72
140
287
277

39
43
73
92
36
161
56
48
62
42
69
111
84
204
108
38
36
84
73
107
38
60
36
36
96
84
36
36
64
204

40
43
44
40
48
48
55
50
40
60
40
48
48
52
40
45
45
45
42
40
45
45
55
40
43
40
52
40
45
52

Working
patter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2-shifts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Day fixation
2-shifts

Watch
Department
-keeping
No
No
No
No
Yes
Yes
No
Yes
No
No
No
Yes
Yes
Yes
No
No
No
No
No
Yes
No
Yes
No
No
No
No
Yes
No
No
Yes

Coordinator
IM
IM
ICU
IM
IM
IM
IM
IM
IM
Surgery
DR
OR
Surgery
OR
OR
Surgery
Surgery
Surgery
DR
Surgery
Surgery
IM
Surgery
IM
OR
Surgery
Surgery
OPD
IM

Factor
weight

1.0379
.2953
.9230
.4902
.2363
.9665
1.2787
.3442
.6675
.2765
.4121
1.5569
.8296
1.3179
.3186
1.5995
.4895
.6509
.5948
.9617
1.3432
.4938
1.5567
.6825
.8582
.4910
.8464
.1818
.2955
1.1291

P sample who shows the highest factor weight among P samples of each Q factor.
APN: Advanced practice nurse, PA: Physician assistant, IM: Internal medicine, ICU: Intensive care unit, DR: Delivery room, OR: Operation room, OPD:
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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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ement and Z-score according to types
Z-score
Q item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as a professional given along with the authority, the
provision for Physician Assistants power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the instability of the role of Physician Assistants that
is being performed without legal guarantees at present.
Unless the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 issues are resolved, the
Physician Assistants need the actual situation, and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expand their roles and develop more professionally.
The Physician Assistants do not need a specialist in that field, and is a type of
occupation that inevitably arises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unstabl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will disappear when the problem of doctor shortage is resolved
in the future.
Although we know that Physician Assistants are important and that is a necessary
human resource in the medical field, without the legal system or structured system
of hospitals, there is ambivalence accompanied by a positive/negative image that
seems to utilize nurses as a means to replace the scarce doctors.
In most cases, Physician Assistants are caused by the needs of the medical
departments or hospital, as well a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and concreate role
provisions through a nursing department or a hospital itself, when the legal system
is difficult immediately.
However legal institutionalization must be implement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s, systemic educa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get a formal qualification as Physician Assistants.
Rather than the role of Physician Assistants to support medical treatment, Physician
Assistants who should be able to better manage the quality of nursing to resolve
health-related problems within advanced nursing practice should be operated.
Because of the uncertain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s, there are a large base friction
and conflict depending on the scope and area of roles such as general nurses,
physicians.
Compared to before, physicians’ recognition has been changed about the need of
Physician Assistants a lot, but there is the lack of awareness for Physician Assistants
yet, since medical staff require that Physician Assistants do not violate the doctor’s
business domain.
If working performance is not running smoothly or if legal issues arise, Physician
Assistants feel anxiety that hospitals and physicians may avoid each other’s
responsibility and pass on responsibility to Physician Assistants and bear legal liability
for malpractice.
While physicians spend less time on many patients, Physician Assistants act as a kind
of navigator, responsible for the overall description and progression of patients’ course
of treatment so Physician Assista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urse of treatment.
Physician Assistants are an important position as an expert in the field because it
needs to acquire not only medical knowledge but also a very high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as compared with general nurses in their department.
Physician Assistants think of themselves as a professionals, but due to institutional
problem and the lack of systemic system, there is still far from the external image
of Physician Assistants as a professional.
Patients and medical staff recognize the specialty of Physician Assistants and positively
evaluate them, but they think their potion neither a doctor nor a nurse ambiguously.
As a Physician Assistant, the emotional support can be depended more than general
nurses so patients can get their treatment comfortably.
Through their role, a Physician Assistant, though and judged in a variety of ways and
actively in problem situations and above all, they developed the ability to solve their
own difficulties and became more responsible professionals.
A Physician Assistant thought to be appreciated when the medical staff of the clinical
department ask and listen to a Physician Assistant and respect it as member of the
team cooperating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direction of the patient.
Physician Assistants is an expert more than general nurses or junior doctors because
they performed advanced nursing and evaluated patient’s condition well.
Physician Assistants take pride as an expert because their role requires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medical aspects in special field, unlike the clinical practice for
general nurses.
In order for Physician Assistants to be recognized as an expert it is necessary to make
steady/constant efforts to acquire specialized qualification such as research, education
and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Physician Assistants can expand their role in various fields and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as an expert with a vision.
Working as Physician Assistants, they cause skepticism due to perfor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 limit of Physician Assistants ‘occupation is that their roles have not changed while
residents’ roles have b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s time goes by.
As Physician Assistants, they have feeling of doubt about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permitted to work in a situation where their role and status are not legally
guaranteed.

Type I
(n=18)

TypeⅡ
(n=4)

Type Ⅲ
(n=5)

TypeⅣ
(n=3)

2.1

1.1

2.0

1.4

1.3

−1.0

−1.4

1.5

−1.5

−1.3

−1.5

1.6

0.3

1.3

1.8

1.0

1.2

0.1

1.1

1.3

1.1

0.3

0.6

1.1

−0.1

−0.2

−1.0

1.1

−0.6

−1.5

−0.1

0.4

−0.2

0.2

1.2

0.4

−0.8

0.3

1.9

0.0

0.9

−0.3

0.2

0.8

1.0

0.2

0.2

0.0

0.3

−1.3

−0.6

0.6

−1.2

−1.3

−0.2

−0.8

−0.1

0.9

0.1

−0.6

0.8

−0.2

−1.0

−1.7

1.2

1.4

−0.3

−1.3

0.3

1.3

−1.1

0.1

0.4

1.7

−0.8

−1.6

0.8

0.6

0.7

0.7

0.0

−0.5

−1.6

−0.7

−0.7

−1.5

0.6

1.6

−1.2

−0.4

0.6

0.1

−0.8

0.3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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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Z-score
Q item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Physician Assistants decided to choose their portion based on the preference of regular
work and the suggestion of surroundings, rather than the interest in their work or
voluntary will.
Physician Assista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llaborator for residents training
on our by different medical parts because they work in a fixed area with their own
skillful work.
Physician Assistants consider their role expansion and professionalism, however they
feel the limit due to the absence of the system, even constantly learn the specialized
knowledge, they are upset not to be appreciated as their efforts.
The idea of improving and developing expertise in the areas experienced as a nurse
has given Physician Assistants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occupation.
The burden and fear of the three shift and work area rotation prompted the selection
of Physician Assistants.
Physician Assistants are satisfied with their work and have a sense of accomplishment,
but at times they are worried about their promotion and growth as a nurse, and desire
to return to a general nurse.
Physician Assistants are sometimes treated as an uninterested person in the
department due to an ambiguous position that is either a nurse nor a doctor, and
often feel alienated due to the lack of promotion and reward.
Physician Assistants think their work is important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patient, feel responsibility for the work to be performed and are
satisfied when performing the work without problems
As Physician Assistants, they feel rewarded and fulfilled when they provide high quality
nursing services through appropriate counseling and education to patients, and help
them improve their symptom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Physician Assistants are sometimes skeptical about their work when they have to deal
with unrevealed and non-professional things.
Sometimes the role of a Physician Assistant is burdened because of coordinating work
due to the lack of alternative manpower in the field and solving all task alone by
themselves in a busy working surroundings.

담간호사 업무의 취약성뿐 아니라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담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Table 4).

3. 유형별 특성
1) 제1 유형: 체계확립 중시형
제 1유형은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은 권한과 함께 부여
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적 보장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전담간
호사의 역할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z=2.1)’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국내 의료환경 개
선과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담간호사는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보다 전문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z=1.3)’, ‘전담간호사는
진료과의 요구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경우가 대부
분으로 당장 법적인 제도가 어렵다면 간호부나 병원 차원
에서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 규정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z=1.2)’,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수행
하는 업무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했
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z=1.2)’ 순으로 강한 동의를 보였
다. 제 1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담간호사의 법적 제도
화와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전문직으로
직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면이 강한 유형이다. 반면
비동의 항목으로는 ‘일반 간호사의 3교대라는 근무형태와

Type I
(n=18)

TypeⅡ
(n=4)

Type Ⅲ
(n=5)

TypeⅣ
(n=3)

−1.4

0.1

−0.6

−1.0

0.8

0.6

0.3

0.2

−0.2

−1.2

−0.1

−0.4

−0.1

−1.8

−1.8

−0.8

−1.7

0.2

−1.1

−1.9

−0.9

0.4

−0.3

−0.0

−1.7

0.9

1.6

−0.9

1.2

1.4

−0.0

−1.3

1.2

1.3

0.0

−1.4

−0.8

−1.2

−0.7

0.2

−0.9

−1.0

0.8

−0.2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부담감, 두려움이 전담간호사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z=−1.7)’, ‘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도 의사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인하여 부서 내에서 관심
밖의 사람으로 취급될 때가 있으며, 승진이나 보상에서 누
락되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z=−1.7)’, ‘전담간호사
는 해당분야의 전문간호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생긴 직종으
로 추후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라질 것이다(z=
−1.6)’등으로 전담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
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Table 5).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나타낸 연구대상
자 27번(factor weight score=1.60)은 27세 남성으로
수술실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석사 학력을 가
지고 있으며 총 임상경력은 49개월이며 그중 전담간호사
근무경력은 38개월이었다. 27번 대상자가 강한 동의를 보
인 항목은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은 권한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적보장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전담간호사
의 역할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권한
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한다’였으며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전담간호사의 문제점은 명확
한 법적 보장 및 제도가 없는 것으로 병원이나 진료과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른 역할 규정도 없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가
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전담 분야의 대체인력 부
족으로 근무 조정이 쉽지 않고, 바쁜 근무환경에 혼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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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전담간호사 역할이 부담될 때가
있다’였다. 항목 선택의 이유는 “업무를 전공의, 인턴과 함
께 협력하고 있어 혼자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
감은 적고, 근무 조정도 진료과와 부서 내에 얘기하면 조
정이 가능하여 괜찮다”라고 답변하였다.
Q 진술문의 동의/비동의 항목과 면담자료를 종합할 때,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전담간호사를 애매한 직종의
한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직무를 정착시키고 전문직으로서
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나 규정, 업무에 대한 역할 규정
등이 이루어져서 전문직으로서 체계화된 확립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여 ‘체계확립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2유형: 정체성 추구형
제 2유형은 ‘일반간호사들의 임상실무 영역과 달리 전
담 분야에 대한 의학적인 측면의 전문적 지식이 더 필요한
역할이라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z=1.78)’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이 밖에도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
하는데 있어 진료과 의료진이 전담간호사의 의견을 묻고
함께 협력하는 팀원으로 존중해 줄 때 인정받고 있다는 생
각이 든다(z=1.43)’,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생각하며 수행하는 업무
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만족
감을 느낀다(z=1.43)’ 항목에 강한 동의를 보였다. 제 2유
형에 속한 4명의 전담간호사들은 외과 계열에 근무하며,
단순 수술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전담, 산모 관
리, 장루 관리 등 허용된 권한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숙
련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유형이다.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간호사로서 경
험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
이 전담간호사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z=−1.78)’, ‘전
담간호사로 일하며 때때로 행할 수 밖에 없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전담간호사가 전문직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z=−1.51)’, ‘전담간호사는 역할의 불명확함으로 인
해 일반간호사, 전공의 등과 역할의 범위와 영역에 따른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z=−1.48)’에 강
한 비동의를 보였다(Table 5).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 1.34를 나타낸 연
구대상자 20번은 32세 여성으로 결혼과 동시에 상근 근
무를 원하여 정형외과 상처전담간호사로 38개월 근무하
고 있다. 20번 대상자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 하는데 있어 진료과 의료진이 전담간호
사의 의견을 묻고 함께 협력하는 팀원으로 존중해 줄 때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이다.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
는 “제가 상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이 인정해 주고,
환자 치료 방향에 저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하였다. 반면
강하게 부정한 항목은 ‘전담간호사 역할의 확대와 전문성
을 고민하나 제도적 부재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꾸준히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업무를 하고 있으나 노력만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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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거 같아 속상하다’였다. 선택 이유는 “전담간
호사 선택의 이유가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3교대 아닌 상근 근무를 원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환자와 의료진에게
인정받고 있어 전담간호사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설
명하였다.
제 2유형 속한 전담간호사들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하며 전담간호사 역할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신의 업
무에 대한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함이 강하게 보여 ‘정체성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 3유형: 역할갈등형
제 3유형은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은 권한과 함께 부여
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적보장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전담간
호사의 역할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한다
(z=1.96)’항목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또한 ‘업무
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병
원과 의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담간호사에게 책임
을 전가하며 의료 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까봐 업무를 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z=1.94)’, ‘전
담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료현장에서도 필요한 인력
이라는 것을 알지만 법적 제도나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순히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 같아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가 함께 있어 양가감정이 든다(z=1.76)’,
‘전담간호사는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인하
여 부서 내에서 관심 밖의 사람으로 취급될 때가 있으며,
승진이나 보상에서 누락되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
(z=1.63)’ 순으로 강한 동의를 보였다. 비동의를 보인 항
목으로는 ‘간호사로서 경험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
고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담간호사를 선택하는 계기
가 되었다(z=−1.76)’에서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전담간호사는 다양한 분야로 역할 확대가 가능하
여 비전있는 전문직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z=−1.64)’, ‘전담간호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간호사
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생긴 직종으로 추후 의사 부족 문제가 해
결된다면 사라질 것이다(z=−1.50)’, ‘국내 의료환경 개선
과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전담간호사는 필요한 실
정이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z=−1.36)’에서 강한 비동
의를 보였다. 제 3유형에 속한 5명의 전담간호사는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 나이(33.2세)와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57.6개월)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법적보장 없이 수
행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전담간호사의 발전 가능성 및
전문성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Table 5).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 1.56을 나타낸 연

Types of Perceptions Regarding Professionalism of Physician Assistant 209

구대상자 1번은 35세 여성으로 내과계 병동에서 위임된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병동에서 149개월
근무하고 전담간호사로 3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가장 강
하게 동의했던 항목은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
료현장에서도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알지만 법적 제도
나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순히 의료현장에서 부
족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사를 활용
하고 있는 거 같아 긍정적/부정적 이미지가 함께 있어 양
가감정이 든다’였다. 반면 가장 강하게 비동의 한 항목은
‘전담간호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간호사가 필요해서가 아니
라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생
긴 직종으로 추후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라질 것
이다’였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일을 하면서 전
담간호사가 하는 일이 환자, 의사, 일반 간호사에게 도움
이 되고 필요하다고 느끼나 때때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이
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병동에도 진료과에도 속하
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와 “전
담간호사가 꼭 의사 부족만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
아 사라질 것 같지는 않으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답변하였다.
제 3유형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전담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안해 하는 유형으
로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역할이 불
안정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갈등하는 유형으로 ‘역할
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 4유형: 회의감 인식형
제 4유형에서 가장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전담간호사
는 해당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생긴 직종으
로 추후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라질 것이다
(z=1.60)’였다. 그 밖에 ‘전담간호사로 일하며 때때로 행
할 수 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전담간호사가 전문직
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z=1.56)’, ‘국내 의료환
경 개선과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담간호사는 필
요한 실정이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확대와 보다 전문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z=1.46)’, ‘전문인으
로서의 책임은 권한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적
보장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역할의 불안정성
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
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한다(z=1.43)’ 순으로 강한 동의
를 보여 업무에 대한 보람이나 책임의식보다 업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높게 보였다. 비동의 항목으로는 ‘일반간호
사의 3교대라는 근무형태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부
담감, 두려움이 전담간호사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z=
−1.91)’에서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그 밖에 ‘전담
간호사 역할을 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판단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전문인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z=−1.67)’, ‘일반간호사들의 임상실무 영역과 달리 전
담 분야에 대한 의학적인 측면의 전문적 지식이 더 필요한
역할이라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z=−1.64)’, ‘전
담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양
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증상 호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z=−
1.41)’에서 강한 비동의를 보여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깊
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
문직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술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
각을 보였다(Table 5).
제 4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 1.13을 나타낸 연
구대상자는 23번으로 전담간호사로 204개월 근무하고 있
는 45세 여성이며 내과계에서 위임된 전공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며, 2교대 근무
를 하고 있다. 가장 강하게 동의했던 항목은 ‘전담간호사
로 일하며 때때로 행할 수 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전
담간호사가 전문직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였고,
‘일반간호사들의 임상실무 영역과 달리 전담 분야에 대한
의학적인 측면의 전문적 지식이 더 필요한 역할이라 전문
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에 가장 강하게 비동의 하였다.
각각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무면
허 의료행위가 많아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전담간호사 배치 시 기준이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진료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간호사를 뽑고, 열심히 해
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 자부심 보다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
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대상자 23번은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기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했다기 보다 수행하고
있는 행위의 근거를 알고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하
고 싶다는 생각에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처음에
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대로 적용해 보고,
업무개선도 했으나 진료과에서 긍정적 반응이 없어 시간
이 지나면서 이제는 주어진 대로 진료과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처우나
하는 업무가 똑같으니 전문간호사 자격증은 자기만족으로
끝나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여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제 4유형은 전담간호사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종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성
취감보다 간호사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식하여 회의감을 느끼는 유형으로 ‘회의감 인식
형’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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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하여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
성에 대한 인식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자 시도되
었고, 그 결과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은
‘체계확립 중시형’, ‘정체성 추구형’, ‘역할갈등형’, ‘회의
감 인식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 1유형은 ‘체계확립 중시형’으로 전체 대상자 30명
중 18명이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
들은 전담간호사가 의료환경 개선과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담간호사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담
간호사 역할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physician assistant나 nurse practitioner의
경우, 명확한 업무규준과 법적 보장성으로 전문직 정체성
이 높았던 것과(Mittan et al., 2002) 일반간호사들에 비
하여 전담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Kwak et al., 2014) 결과와 일치한다.
전담간호사의 권익보호와 고충해소를 위한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역할 범위와 업무표준을 체계적으
로 설정하여 전담간호사의 올바른 위치 정립을 통해 간호
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유형은 ‘정체성 추구형’으로, 전문직 정체성은 체계
적인 학식,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공공에 대한 전
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사회적 맥락 안
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이
다.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며
긍정적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족 향상에 기여한다(Choi
et al., 2014). 또한 전담간호사들이 간호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데 자율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나(Cajulis et al.,
2007), 우리나라 전담간호사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직종의 협력업무, 보조업무 등
을 수행하여 스스로 인지하는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낮다
(Kang et al., 2016).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 역할의
모호성은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고(Seong et al., 2015),
직무만족도 저하를 가져온다(Kwon et al., 2008). 이 유
형에 속한 4명의 대상자는 허용된 권한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한 업무에 대
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신뢰하고 인정해 주고 있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을 가지
고 있어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체계적인 교육에 따
른 전담간호사로서의 자율적인 임상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정과 신뢰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 법
적으로 보장된 전문적인 직업적 성장과 자율성, 공정한 대
우는 전담간호사가 현장에 머무르는 전략으로 작용 될 수
있어(Im et al., 2016), 전담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
여 허용된 범위의 자율성과 규정화된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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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유형은 ‘역할갈등형’으로, 역할갈등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욕구와 역할의 요구가 불일치하거나, 특정 역할
을 전부 수행하기 불가능한 서로 대립 상충하는 기대들 사
이에 처해있는 상황들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소진이 높아져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Lee et al., 2017). 참여자 중 한 대상자는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궁
하여 자괴감과 회의감을 느꼈고 이후 업무를 방어적, 소극
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위임받은 의사의 일
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담간호사는 역할 정립 및 규
정, 법적 제도화의 부재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아져 전담간호사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Kim et al., 2015). 역할갈등이 심해지면 조직 내 역할
유보나 거부, 이탈 또는 포기와 같이 조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어(Lee et al., 2015) 병원 조직 관리
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할갈등과 이로 인
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 범위 규정뿐 아니라 책임소
재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임된 진료업무를
명문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유형인 ‘회의감 인식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
나이와 전담간호사 평균 경력이 가장 높고, 3명 중 2명은
석사학위 그중 1명은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학위
의 수준과 전문간호사 자격증 보유와 상관없이 의료행위
경계선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수동적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
기보다 필요 없으면 사라질 대체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불명확한 전담간호사의 역할 모호성으로 역
할갈등이 지속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어 적
응을 어렵게 하고, 열등감과 불확실성 및 자신감 저하로
인해 목표설정을 낮고 비현실적으로 하게 되어 부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Jung, 2007). 전담간호
사 경력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Yoo et al., 2019), 이는
역할갈등, 과중한 업무, 고가평가 및 승진 기회의 부재로
인해(Kang et al., 2016)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업무
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직의도를 가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
향은 낮추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업무량, 근무시간, 근무환경, 보상체계 등
확인하여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행정적 노력
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형간 일치 항목을 고려해 볼 때, 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업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전담간호사의 지위확립을 위
해 법적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 역할
정립의 필요성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적 보호
장치’로 조사 되었고(Kwak et al., 2014), 전담간호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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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전 업무와 부합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여 직무만족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ong et al. 2019). 본 연구에 참
여한 전담간호사들도 면담에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한 전담간호사 역할의 한계와 배치 전 체계적인 교육 없
이 진료과에 선 투입 되어 주어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
야 했던 어려움을 주로 토로하였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배치
전 교육과 이후 지속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
가 있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들에게 합법적
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계와 의료계는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제도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하여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
성에 대한 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도와 전문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관
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
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인식유형은 체계확립
중시형, 정체성 추구형, 역할갈등형 그리고 회의감 인식형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 중 전담간호사
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제 1유형과 제 2유형에 속한
전담간호사가 22명으로 많았고, 전담간호사로서 환자에
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의료진으로
부터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업무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 3유형과 제 4
유형에서는 업무의 범위와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할수행의 한계를 느끼고, 역할갈등,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업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전담간호
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인식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
도적 보완과 체계화된 재교육의 기회 등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종합
병원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간호사 30명을 편의 표출
하여 수행한 연구로 전담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유
형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지역, 근
무하고 있는 병원별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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