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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유형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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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간의 주 성을 탐구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유형과 특성
을 확인하고자 수행하 다. 35명의 P 표본에게 35개의 Q 표본을 9  척도 상에 정규 분포의 형태로 분류하게 하 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로그램으로 처리하 다. 연구결과,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은 3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제1유형
은 ‘발  지향  옹호형’, 제2유형은 ‘ 실  비 형’, 제3유형은 ‘보수주의  수용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 간 공통된 
견해는 ‘남자간호사는 여성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스트 스를 받는다’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세 가지 유형에 
근거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emale nurses' perception of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ale
nurses using Q-methodology, which can explore human subjectivity. The 35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35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C-QUANL progra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dentified 3 types of perception toward male nurses. Type 1 was
classified as 'development-oriented support type', Type 2 was classified as 'realistic critical type', and Type 3 was 
classified as 'conservative acceptance type'. The consensus of opinion in each type was 'Male nurses are under stres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female-dominated workplace'.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improvement of female nurses toward male nurses by developing arbitration programs based on the thre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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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한간호 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는 829명에 불과하던 남자간호사의 수가 2014
년에는 7,443명으로 증가하 으며, 2005년부터 배출이 

크게 늘면서 최근 5년간 배출된 사람만 63%인 4,698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남자간호사의 이러한 증
가 추세는 간호직의 문성에 한 인식이 확 되고 취

업에 한 확신, 직업의 안정성과 높은 보수, 남성의 희
소성으로 인한 직업  망과 미래에 한 기  등에 따

른 것이다[2, 3]. 그러나 실제 으로 남자간호사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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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은 체 간호사의 2.3%에 불과하며[1], 남성들
의 간호계 진출이 남성지배  직종인 의학이나 법학 분

야의 여성 진출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2]은 간호
직을 여 히 여성의 일로 보는 사회  인식의 반 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 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를 선택한 남성들은 여성스럽고 
동성애 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4].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환자들은 남자간호사에 해 
불편함과 같은 부정  반응을 나타내며[5], 간호를 제공
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부 환자는 남자간호사로부터 

제공되는 간호를 거부하기도 한다[6, 7]. 한, 동료의료
인도 조무사나 의료기사로 오해하며[8] 남자간호사를 차
별 우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7], 일
부 여자간호사들조차 간호는 여성의 고유 역으로 남자

직종으로는 부 합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9]. 이에 
남자간호사도 여자간호사들이 자신을 여자간호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구분지어 배척하며, 남자의 간호업
무 수행을 표 에 못 미치는 불충분한 수 으로 보고 있

음을 인식하고 있다[10]. 
남자간호사는 학시 부터 소수자로서 살아남기 

해 자신을 변화시켜 여성문화에 맞추어 가며[11], 임상
장에서도 자신들의 ‘부드러운 남성성’의 특징을 찾아 
여성주류 사회에 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12].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성향이 다르고 공통된 심사가 

없어 이질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며[8, 13, 14], 간호사 본
연의 업무 외에 남자 성역할에 한 기 로 인한 과외 

업무로 부담감을 느끼고, 이러한 요구들을 당연히 생각
하는 에 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5]. 한 간호조
직을 혹독한 군 조직으로 비유하면서 간호사 직업세계

의 수직 상하 계에 한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며, 자신
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고연차인 여성으로부터 지 을 받

는 것에 해 정신 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2]. 
남자간호사의 성정체감으로 인한 갈등과 여자동료와

의 인간 계 갈등은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혼란[15], 의
욕상실, 직무만족도 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10, 16] 
간호직을 단지 평생직장을 찾아가는 간 기착지 정도로 

인식하며 결국 간호직을 떠나는 결과로 연계되고 있다

[5, 8, 15]. 한편, 남자간호사의 부 응으로 인한 빈번한 

이직은 재직 인 남자간호사의 불안감을 래하며[8],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들의 인식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며 남녀간호사 상호 계와 간호실무의 발

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간호업무 장에서 여자간호사들은 남자간호사의 도

움과 남성성을 요구하며[12], 여자간호사의 거의 반 
이상이 남자간호사의 수 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수  증가[1]는 다양한 간호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인력의 확충을 가져오며, 
극 으로 간호 문직의 직업  치확보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 문직의 발 을 해서는 남

자간호사들의 간호계 진입을 극 으로 받아들이고 이

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남자간호사가 조직에 응하는 데는 업무 련 요

인보다는 인 계 요인이 더 요하며[12] 여자동료와
의 인간 계 갈등과 인식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

다[5, 8].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남자간호사의 필요성, 
역할  망 등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과 남자간호

사에 한 동료간호사의 태도  수용정도가 주요한 요

인이 될 것이다. 이에 최근 남자간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1] 이들의 실무 응 수 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5, 8, 17] 시 에서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최근 국내의 남자간호사의 인식에 한 연구를 살펴

보면, 남자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의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18],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 이미지[19], 남자
간호 학생의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와 직무인식

[20],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주 성 연구[21]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남자 간호 학생의 학교 응  교육과정 개선을 

해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과 이미지를 조사한 양 연

구들이 부분으로, 장에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

료간호사의 인식에 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탐색하여 바

람직하고 정 인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을 형성하기 

해 인식 유형에 따른 맞춤형 략을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용하여 여자간호사가 인식
하는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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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과 

련된 주 성을 악한 후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

성을 밝히기 하여 Q 방법론을 용한 연구이다. 

2.2 표집방법

2.2.1 Q 모집단 및 Q표본 의 선정

Q 모집단은 개별심층면담과 련문헌고찰 등을 통해 
도출하 다. Q 모집단을 구성하기 한 면담자의 선정
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간호사 30명, 간호 학생 5
명, 직장인 5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을 상으로 ‘남
자간호사에 해 어떤 견해, 느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2014년 7월 2일부터 9월 10
일까지 직 면담과 화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시간
은 1인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80개의 Q 모집단을 도출하 고 이 외에도 국내외 련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28개를 통합하여 총 208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 다.

Q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각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 으로 20∼100개 는 40∼60개
의 표본이 보편 [22]이라는 제하에 추출된 208개의 
Q 모집단은 주제별로 29개의 범주로 구성하 다. 각 범
주별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표 인 Q 
진술문은 비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후 각 진술문에 한 정, 부정문을 작성하고, 
내용의 복  표 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의미가 복

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항은 통합

하 다. 이 게 범주화되고 수정된 진술문은 간호학 교

수 3명, 종합병원 수간호사 2명의 검토  수정 차를 
거쳐 변별력이 높은 최종 35개의 Q 표본을 선정하 다. 
확정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다음 35개의 진술문에 
해서는 진술문에 한 조정을 실시하여 정, 부정, 
립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 고, 간호학 박사과정 
학원생 3명에게 비 연구를 하여 Q 표본을 확정하 다.

2.2.2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의미
성 는 요성의 차이에 을 두어 개인의 주 성을 

강조하는 조사연구이며 P 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 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 이론에 근거하므로 50명 내외가 일반 이다

[23].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에 심과 근무경험이 
다양한 연구 상자를 포함시키기 해 간호사의 근무병

동과 임상경력을 고려하여 2개 종합병원 응 실, 환자
실, 수술실, 일반병동,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35명을 
상으로 하 다.

2.2.3 Q 표본의 분류

Q 표본 분류는 추출된 Q 표본을 Q 표본 분포표에 강
제 분포하는 과정으로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Q 방법론의 
원리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Q 표본수가 40개 이하
인 경우 -4에서 +4 (9  척도)범 가 안 하므로[23] 먼
 비된 35개의 진술문을 읽은 후 찬성(+), 립(0), 
반 (-)의 세 부분으로 나 도록 하 다. 그 다음 찬성과 
반 를 다시 분류하여 찬성 +4에 2개, +3에 3개, +2에 
4개, +1에 5개, 부정 -4에 2개, -3에 3개, -2에 4개, -1에 
5개로 분포하도록 하 으며 립(0)에 7개를 분포하도
록 하 다. Q 표본의 분포를 마친 후, Q 분포표의 양 극
단(+4와 -4)에 강제 분포된 각각 2개의 카드를 선택한 
이유에 한 후속진술을 작성하도록 하 으며, 개인  

특성을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은 
1인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2.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 학교 연구윤리 원회의 연구승인

(1041566-201406-HR-002-01)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 Q 표본 분류 에 연
구목   연구방법 등에 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

의를 받았다. 자료수집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과 익명성  사 인 상황의 보장,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이나 질문지 작성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

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책임자 연구실 자료
보 함에 하여 보 하 으며, 자료보 기간은 자료

수집 이후부터 논문출  시 까지 3년간 보 할 정으

로 보 자료 폐기는 논문출  이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되도록 특별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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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에 의한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처리하 다. 이
상 인 요인 수의 결정을 해 아이겐(Eigen)값 1.0이상
을 기 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산출된 결과를 통해 각 유형간 상 계가 낮으며, 요인 
간 독립 이며 고유하다고 단된 3개의 유형을 최종 선
택하 다. 변인들의 재치 제곱합인 아이겐 값은 변인 
수에 향을 받으므로 아이겐 값을 변인 수로 나 어 설

명 변량을 의미하는 퍼센트로 바꾸어 제시하 다. 한 

재된 각 진술문의 값을 결정하기 해 각 진술문의 표

편차를 측정한 후 Z-score로 나타내었으며 1.0 이상의 
값을 취하 다. 한편 선택된 3개 유형의 특성을 면 히 

찰하기 해 요인 간 차이 을 Difference로 제시한 
후 Z-score 1.0 이상의 값을 선택하여 비교하 다. 후속
진술은 피험자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사표명으로 유형 해

석 시 요한 정보 제공  피험자에 한 이해의 폭을 

넓 주는 유용한 자료로 연구결과에 직  인용할 수 있

기 때문에[23] 본 연구에서도 후속진술을 인용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Q 유형의 형성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과 련된 주 성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 유형은 체 
변량의 49%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변량을 살펴
보면 제 Ⅰ유형은 19.0%, 제 Ⅱ유형은 16.0%, 제 Ⅲ유형
은 14.0%로 나타나 제 Ⅰ유형이 상자의 주  견해

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Table 1].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연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인자가 치는 [Table 1]과 같다. 각각의 유형  
인자가 치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그 유형을 표할 수 있는 형  는 이상 인 사람임

을 나타낸다. 

3.2 유형별 분석

3.2.1 제Ⅰ유형: ‘발전 지향적 옹호형’

제 Ⅰ유형으로 분류된 간호사들은 13명으로 평균연령

은 33.5세이었으며, 6명(46.2%)이 기혼이었고 7명
(53.8%)이 학사로 조사되었다. 임상경력은 최소 6개월, 
최  27년 등 평균 10.6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일반
간호사가 12명(92.3%)으로 10명(76.9%)이 남자간호사
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Table 1].
이 유형에 속한 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정  

동의를 표명한 항목은 ‘남녀간호사의 양성  특성이 상

호 보완되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향상된다(Z=2.07)’, 
‘남자간호사는 여성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스트
스를 받는다(Z=1.47)’, ‘남자간호사의 활성화와 이미
지 향상을 한 극 인 홍보가 필요하다(Z=1.35)’, ‘남
자간호사는 체력  강함으로 고강도의 간호업무를 수행

하는데 여성보다 유리하다(Z=1.31)’, ‘남자간호사는 환
자의 욕설이나 난폭한 상황에 처하는 데 큰 역할을 수

행한다(Z=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 하는 의사

를 표명한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하면서 
 성격, 말투 등에서 여성 인 변화를 겪을 것이다

(Z=-1.83)’, ‘남자간호사는 연하의 여성 동료로부터의 지
시를 인내하지 못한다(Z=-1.37)’,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
진 남성이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Z=-1.33)’, ‘남자간호
사는 남자의사와 갈등이 많다(Z=-1.30)’, ‘남자간호사는 
결혼하기 꺼려지는 직업이다(Z=-1.27)’, ‘수간호사와 선
배간호사가 남자간호사를 선호하여 여자간호사들은 불

만을 갖는다(Z=-1.24)’, ‘남자간호사는 의사소통이나 
인 계기술이 여자간호사에 비해 부족하다(Z=-1.24)’, 
‘남자간호사는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부족하여 간호업무
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Z=-1.01)’ 등이었다[Table 2].
이러한 제 Ⅰ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해  수 있

는 것이 제 Ⅰ유형의 표 수와 다른 유형의 표 수

와의 차이를 나타낸 [Table 3]이다. 제 Ⅰ유형이 제 Ⅱ유
형에 비해 정  동의로 견해상의 차이가 큰 문항은 

‘남녀간호사의 양성  특성이 상호 보완되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향상된다’,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의 발
인 자극제가 된다’, ‘남자간호사로 인해 조직의 분 기

는 활기차고 화기애애해진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는 반 로 부정  동의로 차이를 표명한 항목은 ‘남자간
호사는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부족하여 간호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남자간호사는 연하의 여성 동료로부
터의 지시를 인내하지 못한다’,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힘들다’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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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igen Value, Variance, Factor weights,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Type Eigenvalue
Expl. 

Variance
(%)

Cum. 
Variance

(%)
P's No Factor 

weight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PoW

(years)
Practice  

area Nurse‘s Position EoW with 
Male Nurse

Ⅰ

(n=13) 6.72 19.0 19.0

3 0.7298 24 No College 2.5 SW Staff Yes
27 0.6936 31 No Bachelor 9.5 OPD Staff Yes
33 0.6849 34 Yes Master 13.5 SW Staff Yes
18 0.6816 24 No Bachelor 1.6 MW Staff No
12 0.6646 22 No College 1.0 MW Staff Yes
25 0.6481 41 Yes Bachelor 18 OPD Staff Yes
17 0.6346 22 No Bachelor 0.6 SW Staff No
31 0.6290 45 Yes Bachelor 5.0 SW Staff Yes
32 0.6022 48 Yes Master 26.6 MW Unit Manager Yes
26 0.5879 27 No College 6.8 SW Staff Yes
29 0.5475 39 Yes Bachelor 16.5 OPD Staff Yes
35 0.5276 39 No Bachelor 17.3 OPD Staff Yes
10 0.5044 40 Yes College 18.5 SW Staff No

Ⅱ

(n=10) 5.55 16.0 35.0

4 0.8438 48 Yes Master 23.5 SW Unit Manager Yes
6 0.7819 27 No Bachelor 4.2 OPD Staff Yes
1 0.7719 32 Yes College 8.5 SW Staff Yes
9 0.7385 29 Yes Bachelor 7.7 SW Staff Yes
7 0.7124 40 Yes Bachelor 18.0 SW Staff Yes
5 0.6410 28 No Bachelor 4.4 SW Staff Yes
8 0.5953 35 Yes Bachelor 12.5 SW Staff Yes

20 0.5824 33 Yes Bachelor 12.0 SW Staff Yes
11 0.4486 29 No College 6.9 SW Staff Yes
2 0.3596 38 Yes Bachelor 15.0 MW Staff Yes

Ⅲ

(n=12)
　

4.80
　

14.0 
　

49.0

22 0.6956 24 No College 2.1 MW Staff Yes
16 0.6827 45 Yes College 23.0 MW Staff No
14 0.6448 31 Yes Bachelor 9.5 MW Staff No
28 0.6072 28 Yes College 6.8 MW Staff Yes
23 0.5946 34 Yes Bachelor 12.5 MW Staff Yes
19 0.5925 28 No Bachelor 1.8 MW Staff No
30 0.5925 35 Yes College 13.9 OPD Staff Yes
13 0.5308 32 Yes Bachelor 9.2 MW Staff No
21 0.5106 30 Yes Master 9.4 MW Staff Yes
15 0.4480 32 Yes Master 10.2 SW Staff No
24 0.4347 22 No Bachelor 0.2 OPD Staff Yes
34 0.3668 41 Yes Master 20.0 MW Unit Manager Yes

Expl.=Explanation; Cum.=Cumulative; P's No=participant's number; PoW=period of working; EoW=experience of work; SW=special ward; OPD=outpatient 
department; MW=medical ward.

유형이 제 Ⅲ유형에 비해 정  동의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컴퓨터나 복잡한 기구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 등이었으며, 이와는 반 로 부정  

동의로 차이를 표명한 항목은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힘들다’,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수행
하면서  성격, 말투 등에서 여성 인 변화를 겪을 것

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 Ⅰ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

면, 3번 상자(인자가 치 0.7298, 정진술문 8/14번, 

부정진술문 11/21번)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자가 많은 
집단이므로 남자간호사는 에 잘 띄기 마련이라 집  

받고 화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여성과 성 인 

특성이 달라 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
러나, 부분의 남자들은 정치  성향이 있어 간호실무 

외에도 간호의 행정 인 문제들을 추진력 있게 잘 이끌

어나가고 수행할 것이다”라고 표명하 다. 27번 상자
(인자가 치 0.6936, 정진술문 3/17번, 부정진술문 
16/28번)는 “확실히 여성보다 체력이 강하고, 의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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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Statement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I 
(n=13)

Type II 
(n=10)

Type III 
(n=12)

1. If male nurses increase in number, the social status of nursing profession will be improved. 0.39 -0.83 -1.20 
2. Males with feminine characteristics tend to choose nursing as a career. -1.33 -0.66 -0.44 
3. Because of their strength, male nurses have advantage over female nurses in doing physically  
   intensive nursing tasks. 1.31 -0.60 0.10 

4. Male nurses feel alienated among female nurses and have difficulty adjusting. 0.30 1.63 0.87 
5. It is not appropriate for male nurses to work at a maternity hospital. 0.36 0.01 1.53 
6. Because of male nurses, the public perception of nursing will be improved. 0.60 -0.85 0.28 
7. Male nurses are reliable. -0.33 -1.91 -0.25 
8. Male nurses are under stres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emale-dominated workplace. 1.47 1.32 1.14 
9. Male nurses often come into conflict with male doctors. -1.30 -0.03 -1.48 
10. Nursing is a profession suitable also for men. 0.89 -0.71 0.49 
11. Male nurses are less competent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than female nurses. -1.24 0.60 0.06 
12. Male nurses serve as a stimulus for the development of female nurses. 0.49 -1.88 -0.85 
13. Female patients are reluctant to be cared for by male nurses. -0.47 0.62 1.03 
14. Male nurses do a good job of carrying out nursing tasks using their masculine qualities such as  
   boldness, dynamics, and drive. 0.77 -0.88 -0.49 

15. Male nurses are not preferred by women for marriage. -1.27 0.36 -0.78 
16. Male nurses have low self-esteem in their profession. -0.89 0.48 -0.94 
17.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service will be improved if the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nurs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2.07 -1.11 1.14 

18. Male nurses can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 female-dominated working environment. 0.15 0.31 -0.78 
19. Male nurses take a big role in dealing with aggressive patients in violent situations. 1.14 -0.05 0.70 
20. Male nurses are less likely to take orders from younger female colleagues. -1.37 0.90 -0.17 
21. Male nurses are not suitable for nursing job because they are careless and lack attention to detail. -1.01 1.84 0.05 
22. Male nurses make a lively and friendly working environment. 0.87 -1.22 -0.52 
23. Male patients prefer to be attended by male nurses more. -0.67 -0.87 0.40 
24. Male nurses do not consider nursing as a lifelong career and have a tendency to change to a  
   different occupation. 0.61 2.09 1.02 

25. The relationship with other departments would be smother with male nurses. 0.09 -0.83 -1.72 
26. Male nurses can supplement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related to pregnancy of female 
nurses. -0.06 -0.33 1.21 

27. Female nurses would have complaints because senior nurses prefer male nurses over female 
nurses. -1.24 0.26 -2.38 

28. Males who choose nursing as a career are not considered normal. -0.59 0.04 -0.89 
29. Male nurses would have limitations in carrying out certain tasks because of their gender. -0.94 0.66 0.89 
30. Male nurses are good at dealing with complex machines and medial equipments. 0.83 0.38 -1.36 
31. Male nurses feel pressure from the expectations of female nurses. 0.49 0.79 -0.15 
32. Active publicity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perception of male nurses. 1.35 0.28 0.86 
33. It is difficult for male nurses to last long in the clinical field. -0.53 1.59 1.72 
34. Male nurses would have a bright future as the job is a unexplored territory. 0.89 -0.79 0.87 
35. Male nurses would experience feminine changes in their personality while working in the nursing  
   field. -1.83 -0.61 0.02 

도 고강도 업무는 남자간호사에게 의지하는 것 같다. 조
직사회에서 남녀가 골고루 섞여 있어야 일의 효율성도 

향상된다”라고 하 으며, 33번 상자(인자가 치 

0.6849, 정진술문 3/17번, 부정진술문 15/35번)는 “남
자가 체력 으로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

이나 어려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

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녀의 특성이 각기 다르듯이, 간
호에서도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고 서로 보완이 

된다면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기술하 다.

그러므로 제 Ⅰ유형은 간호직은 남자에게도 충분히 

합한 문직이라는 인식으로 남자의 특성과 강 을 부

각하며 간호실무의 효율성 향상에 한 남자간호사의 역

할을 정 으로 견하는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
를 분석해 볼 때, 제 Ⅰ유형은 남자간호사의 활동 역은 

더욱 확 될 것이고 간호계에 미칠 향력 한 지 할 

것으로 기 하며, 남자간호사의 성장과 발 을 한 

극 인 홍보를 주장하고 있어 ‘발  지향  옹호형’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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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and Consensus among Types

Q No
Differences between 

type I & II Q No
Differences between 

type I & III Q No
Differences between 

type II & III Q No Consensus 
(I, II, III)

I II Differ I III Differ II III Differ
17 2.07 -1.11 3.17 30 0.83 -1.36 2.19 27 0.26 -2.38 2.63 8 1.31
12 0.49 -1.88 2.37 25 0.10 -1.72 1.82 21 1.84 0.05 1.79 
22 0.87 -1.22 2.10 1 0.39 -1.20 1.59 30 0.38 -1.36 1.74 
3 1.31 -0.60 1.91 22 0.87 -0.52 1.40  9 -0.03 -1.48 1.44 

34 0.89 -0.79 1.69 12 0.49 -0.85 1.34 16 0.48 -0.94 1.42 
14 0.77 -0.88 1.66 14 0.77 -0.49 1.27 15 0.36 -0.78 1.14 
10 0.89 -0.71 1.60 3 1.31 0.10 1.21 18 0.31 -0.78 1.08 
7 -0.33 -1.91 1.58 27 -1.24 -2.38 1.14 24 2.09 1.02 1.07 
6 0.61 -0.85 1.45 20 0.90 -0.17 1.06 
1 0.39 -0.83 1.22 

19 1.14 -0.05 1.19 
32 1.35 0.28 1.07 
13 -0.47 0.62 -1.10 21 -1.01 0.05 -1.06 12 -1.88 -0.85 -1.03 
35 -1.83 -0.61 -1.22 23 -0.67 0.40 -1.07 6 -0.85 0.28 -1.13 
9 -1.30 -0.03 -1.27 5 0.36 1.53 -1.17 10 -0.71 0.49 -1.20 
4 0.30 1.63 -1.33 20 -1.37 -0.17 -1.21 23 -0.87 0.40 -1.27 

16 -0.89 0.48 -1.37 26 -0.06 1.21 -1.27 5 0.01 1.53 -1.52 
24 0.61 2.09 -1.49 11 -1.24 0.06 -1.30 26 -0.33 1.21 -1.54 
27 -1.24 0.26 -1.50 13 -0.47 1.03 -1.50 7 -1.91 -0.25 -1.66 
29 -0.94 0.67 -1.61 29 -0.94 0.89 -1.83 34 -0.79 0.87 -1.66 
15 -1.27 0.36 -1.63 35 -1.83 0.03 -1.86 17 -1.11 1.14 -2.25 
11 -1.24 0.60 -1.84 33 -0.53 1.72 -2.25 
33 -0.53 1.59 -2.12 
20 -1.37 0.90 -2.27 
21 -1.01 1.84 -2.85 　 　 　 　 　 　 　 　 　 　

Differ=difference.

3.2.2 제 Ⅱ유형: ‘현실적 비판형’

제 Ⅱ유형으로 분류된 간호사들은 10명으로 평균연령
은 33.9세 으며, 기혼, 학사가 각각 7명(70.0%)으로 조
사되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11.3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특수부서 간호사가 8명(80%)이었고, 10명(100.0%) 
모두가 남자간호사와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구성되

어 있었다[Table 1].
이 유형에 속한 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정  

동의를 표명한 항목은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을 평생직업
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직종으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Z=2.09)’, ‘남자간호사는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부족하
여 간호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Z=1.84)’, ‘남자간호
사는 여자간호사들 사이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며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Z=1.63)’, ‘남자간호사가 임
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힘들다(Z=1.59)’ 등으로 나타
났다. 한편 ‘남자간호사는 믿음직스럽다(Z=-1.91)’, ‘남
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의 발 인 자극제가 된다

(Z=-1.88)’, ‘남자간호사로 인해 조직의 분 기는 활기차

고 화기애애해진다(Z=-1.22)’, ‘남녀간호사의 양성  특

성이 상호 보완되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향상된다

(Z=-1.11)’ 등의 항목에는 반 하는 의사를 표명하 다

[Table 2].
이러한 제 Ⅱ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해  수 있

는 것이 제 Ⅱ유형의 표 수와 다른 유형의 표 수

와의 차이를 나타낸 [Table 3]이다. 제 Ⅱ유형이 제 Ⅲ유
형에 비해 정  동의로 견해상의 차이가 큰 문항은 

‘수간호사와 선배간호사가 남자간호사를 선호하여 여자
간호사들은 불만을 갖는다’, ‘남자간호사는 꼼꼼하고 세
심한 면이 부족하여 간호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남자간호사는 컴퓨터나 복잡한 기구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 등이었다. 이와는 반 로 부정  동의로 차

이를 표명한 항목은 ‘남녀간호사의 양성  특성이 상호 

보완되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향상된다’, ‘남자간호사
는 개척이 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미래의 망이 밝아 보

인다’, ‘남자간호사는 믿음직스럽다’ 등으로 나타났다. 
제 Ⅱ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4번 
상자(인자가 치 0.8438, 정진술문 4/24번, 부정진
술문 2/3번)는 “여자간호사들이 많은 공간에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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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경력을 쌓고 보건
직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의료기기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피력하 다. 6번 상자(인자가 치 

0.7819, 정진술문 21/30번, 부정진술문 7/22번)는 “여
자에 비해 꼼꼼한 것은 확실히 떨어져 빠진 일들이 많다. 
그러나, 컴퓨터 등의 기계를 다룰 때는 여자보다 아는 것
이 많다”고 하 으며, 1번 상자(인자가 치 0.7719, 
정진술문 21/24번, 부정진술문 7/17번)는 “지 까지 여

러 차례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해본 결과 간호직을 평

색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직종으로 이직하는데 유용

한 경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 다.
그러므로 제 Ⅱ유형은 남자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간

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부 합하다고 토로하며, 남자간호
사가 임상 장에 응하지 못하며 잦은 사직, 타직종으
로 이직하는 상황을 비평하는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자
료를 분석해 볼 때, 제 Ⅱ유형의 특성은 모두 남자간호사
와 일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로 남자간호사의 역할과 진

로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 실  비

형’으로 명명하 다.

3.2.3 제 Ⅲ유형: ‘보수주의적 수용형’

제 Ⅲ유형으로 분류된 간호사들은 12명으로 평균연령
은 31.8세이었으며, 이  9명(75%)이 기혼이었으며, 5
명(41.7%)이 학사, 3명(25%)이 석사로 조사되었다. 임
상경력은 평균 9.9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내과병동 
간호사는 9명(75%)이었고, 7명(58.3%)이 남자간호사와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1]. 
이 유형에 속한 상자들은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힘들다(Z=1.72)’, ‘남자간호사가 산부
인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Z=1.53)’, ‘남자
간호사는 여자간호사의 임신과 련된 인력의 문제를 보

완해 다(Z=1.21)’, ‘남녀간호사의 양성  특성이 상호 

보완되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향상된다(Z=1.14)’, ‘여
자환자는 남자간호사로부터 간호받기를 꺼려한다

(Z=1.03)’ 등의 항목에 강한 정  동의를 표명하 다. 
이와는 반 로 가장 낮게 동의한 항목은 ‘수간호사와 선
배간호사가 남자간호사를 선호하여 여자간호사들은 불

만을 갖는다(Z=-2.38)’, ‘남자간호사로 인해 타부서와의 
계가 원활해진다(Z=-1.72)’, ‘남자간호사는 남자의사
와 갈등이 많다(Z=-1.48)’, ‘남자간호사는 컴퓨터나 복잡
한 기구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Z=-1.36)’ 등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제 Ⅲ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좀 더 면 히 

살펴보면, 22번 상자(인자가 치 0.6956, 정진술문 

4/33번, 부정진술문 25/30번)는 “남자간호사들과 이야기
를 하게 되면 주제나 분 기 등 공감 가 형성되지 않고 

어울리기도 무 힘들다.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그만 둔
다”라고 기술하 다. 28번 상자(인자가 치 0.6072, 
정진술문 5/8번, 부정진술문 9/27번)는 “산부인과는 
여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은 실정이고, 그나마 남자의사
는 괜찮아도 남자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내가 산모라도 싫을 것 같다”라
고 기술하 다. 한편, 16번 상자(인자가 치 0.6827, 
정진술문 26/33번, 부정진술문 14/25번)는 “다른직장
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
로 인하여 인력 확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런 에서 병원에서 남자간호사를 선호한다”라고 진술
하 다. 14번 상자(인자가 치 0.6448, 정진술문 

8/34번, 부정진술문 27/30번)는 “ 부분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남자간호사들은 스트 스가 있을 것이나, 
여자간호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제 Ⅲ유형은 남자가 간호직을 수행하기에는 

일정 정도의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통  사고를 바탕

으로 남자간호사를 차별, 배척하면서도 간호업무의 효율
성 향상과 인력문제의 해결 등에 한 남자간호사의 상

호보완 인 역할을 기 하고 인정하는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 Ⅲ유형은 간호직을 여성 
고유의 일이라고 보는 보수주의  을 견지하면서 간

호실무의 발 을 한 남자간호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수

용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보수주의  수용형’으로 명
명하 다.

3.2.4 유형 간 공통적 견해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에 한 공통  

견해는 ‘남자간호사는 여성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
해 스트 스를 받는다(Z=1.31)’로 나타났다[Table 3]. 
즉, 여자간호사들은 여성주류 사회 속에서 남자간호사가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며 남녀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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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간호의 문화와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남자간호사의 

필요성과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 에서 남자

간호사가 간호 문직 역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활성

화하며 안정 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 이를 해서는 임상 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

자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과 

단, 태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용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인식의 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한 주 성은 ‘발  지

향  옹호형’, ‘ 실  비 형’, ‘보수주의  수용형’으
로 유형화되었다. 
제 Ⅰ유형인 ‘발  지향  지지형’은 남자간호사의 필

요성과 역할, 망에 해 정 으로 인식하며 남자간

호사를 한 극 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자간호사를 여자간호사와 한 

역할분담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동료임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 남자의 체력  강함과 난폭한 상황에서의 

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남성  특성을 강 으로 부각하

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Wee, Park와 Song[19]의 연구에서 보고한 ‘진취   

환을 통한 남성유망직군’의 유형과 Kim[21]의 연구에
서 ‘진취  직업 ’의 유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유
형은 남자간호사는 남성  특성을 발휘하여 극 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 으로나 직업 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종으로 앞으로 간호의 문직 성장에 

극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취 이며 미래지향 인 

인식이 높은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
어 한 해 3,000명 이상의 남학생이 간호교육기 에 진학

하고 남자간호사가 7,400여명에 이르는 수 인 증가추

세와 함께 남자간호사의 활동 역이 더욱 확 될 것이라

는 정 인 견해[1]를 반 하는 결과이다. 한 이는 임
상 장의 환경  인식의 변화와 남자간호사가 간호 문

직 내에서 향 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남자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간호

문직의 발 에 도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Ⅰ유형의 

인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간호교육자와 간호행정가는 남자간

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정 이고 상호발 인 인

식 확립을 진하기 한 심축이 되어 여자간호사들이 

간호 문직의 발 을 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남

자간호사를 수용하고 모든 간호사에게 동등한 책임의식

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간호사에게 
동등한 기회, 승진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남자간호사
의 남성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 여자간호사는 

남자간호사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극 으로 소통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직 경력개발을 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회나 학회 차원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자율성과 독자  역할을 확 하여 에게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남자간호사가 문직으

로서의 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정책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 Ⅱ유형은 ‘ 실  비 형’으로 꼼꼼하고 세심한 면

의 부족, 여성 집단 내에서의 높은 스트 스, 소외감과 
응의 어려움, 타직종으로의 이직 경향, 임상 장에서 

장기 근무의 어려움 등 남자간호사에 해 부정 인 인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유형은 모두 남자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한 일반 간호사들, 특히 
부분이 특수부서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남자간호

사와 근무한 경험이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인자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는 남자간호사와 일한 시간의 길이가 남자
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수용을 측하는 요인 의 

하나라는 보고[4]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
자간호사는 임상 장에서 여성동료와의 틀린 성향, 오
해, 갈등 등으로 인해 여자간호사와의 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8] 간호조직에 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결정한다는[13] 연구결과와 남자간
호사의 이직율이 1년 내 23.6%, 5년 내 44.7%이며, 4년 
내 간호직을 떠날 비율은 여자간호사의 약 2배에 이른다
[17]는 보고와 연 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
히, 이 유형의 상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일정 정도의 
임상경력을 쌓은 후 보건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료
기기 회사 등의 타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후속진술을 통해 남자간호사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는 출발 에서부터 매우 부정 인 인식을 보이고 있

었는데, 이는 남자간호사가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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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갈등과 불안감을 갖고 탈출구를 모색한다[5]는 
연구결과를 반 한다.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실무 부
응과 높은 이직률은 남자간호사가 당면한 실질 인 문제

일 뿐 아니라, 여자간호사들의 사기 하와 남자간호사에 

한 배타감정을 래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의 장 을 부각하여 양성  특

성의 조화 을 찾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여자간호사와의 교류강화 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일선

에서 동료간호사와의 유 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

을 시 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간호사들은 입
사 때부터 경력개발에 주력하며 구체 인 목표의식을 가

지고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5, 12]을 고려하여 이들
이 간호직을 통해 비젼을 실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업무의 자율성과 문직 발 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남자간호사들이 낮은 
여로 인해 평생직으로 간호직에 한 갈등과 불안함을 

겪고 있으므로[5] 이에 한 개선책이 지속 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 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

자간호사의 역할모델을 극 으로 발굴,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남자간호사의 근무부서, 간호 상자

에 따른 남자간호사의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을 면

히 악하는 것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자간
호사는 자신들을 통해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을 개선시

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직업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향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사

료된다.
특히, Ⅱ유형은 ‘수간호사와 선배간호사가 남자간호

사를 선호하여 여자간호사들은 불만을 갖는다.’에서 제 
Ⅲ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Ⅱ유형의 간호
사들이 부분 Ⅲ유형의 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와 일한 

경험이 많은 집단임을 감안하고, 남자간호사의 소외감, 
인 계 어려움 등의 부정 인 경험[8,12]과는 비되
는 여자간호사 측면의 임을 고려할 때, 남녀간호사
의 상호 계에 한 성별, 경력, 직 간의 과 경험의 

차이를 심층 으로 탐색하여 인력 리 재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Ⅲ유형은 ‘보수주의  수용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

해 낮은 연령과 임상경력, 남자간호사와 일한 경험 등을 
보유한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남자간호사의 산부
인과 근무는 합하지 않으며, 여자환자는 남자간호사로

부터 간호받기를 꺼려한다고 인식한다. 한 남자간호사
가 임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힘들다고 보았다. 이는 
Moon[18]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
실을 포함한  역에서 합하다’의 문항에 하여 남
자고등학생, 학부형, 교사 모두가 가장 낮은 수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Kim[21]의 연구에서 ‘보수  가치 ’의 유형과 Wee 등
[19]의 연구에서 ‘ 통  여성 심 직군 속의 남성’의 
유형과 같은 맥락의 유형이며, 여자간호사들이 여 히 

간호는 여성 고유의 일이며 여성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Rowlinson[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여성의 자질과 가치에 기반을 둔 
업무에서 남자간호사는 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역

할 고정 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호가 통
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은 남자간호사 개인의 직

무만족도 뿐만 아니라 환자간호의 질을 하시키며[10, 
16, 24] 나아가 남자들이 간호직을 떠나게 하는 주요한 
요인[15]이라는 에서, 이 유형은 한국사회의 간호조직 
내부의 성차별 인 인식과 그 향에 한 면 한 검토

와 성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Ⅲ
유형은 임신과 련된 인력문제의 해결과 남녀의 양성  

특성의 상호보완으로 인한 업무효율의 증가에 해서는 

남자간호사를 정 으로 인식한다는 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은 남자간호사가 간호실무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자간
호사에 한 여자간호사들의 부정 인 견해 속에서도 조

화와 수용이 용해된 인식의 양면을 보여 다는 에서 

보수 인 Ⅲ유형을 발 지향 인 Ⅰ유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극 인 재 용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남자간호사도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와 이타 인 

동기 등으로 간호직을 선택하고 간호사로서 계속 근무하

고자 한다[5, 25-27]는 것은 간호의 핵심 인 본질을 추

구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 으로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설명해 다. 따라서 간호에 한 통 인 여성 특유의 

속성은 간호의 본질 인 부가 아니라는 을 견지하

며, 간호직에 내포된 성역할과 련된 이슈를 보다 극
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간호의 본질을 성별 구분 없

는 인간의 속성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한, 간호에서 남성성이 환자를 돌보는 데 어떻게 
표 , 실 되는지에 한 분석을 통해 양성의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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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간호직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이 계속 으로 논의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
호의 문성과 다양성에 해 사회  요구가 증가하며 

직업인식에 한 고정  틀이 유연해진 시  변화를 

능동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 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임상
장에서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자들이 학부과정부터 양

성평등  교육 로그램을 강화하여 간호 학생의 성 평

등 인식을 정착시키기 한 체계 인 노력을 기울일 경

우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자간호사
가 시 에 맞는 새로운 성역할에 한 태도와 가치 을 

형성하는 것은 남자간호사에 한 의 사회  편견을 

개선하는 데 요한 향을 미칠 것이며, 성역할 갈등에 
한 간호문화를 변화시켜 남자간호사가 간호 문직 내

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한 터 을 제공하

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들

의 공통  견해는 ‘남자간호사는 여성 집단의 고유한 특
성으로 인해 스트 스를 받는다.’는 진술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간호사들이 여자의 특성 때문에 여자간호사

와 사소한 일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스트

스를 받으며[5] 여자간호사와 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8]는 연구결과를 반 한다. 이는 여성주류 사회 
속에서 소수의 남자간호사가 겪는 고충에 해 염려하고 

공감한다는 여자간호사들의 공통 인 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이를 남자간호사에 한 정 인 인식의 출

발 으로 삼아 여자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를 이해와 포

용으로 감싸 안으며 소수에 해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간호사를 이성간의 
계보다 선후배 는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력할 수 

있는 방안을 극 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간호사들이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유

형과 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남자간호사에 한 바람직

하고 정 인 인식을 형성하기 한 유형에 따른 맞춤

형 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제 Ⅰ유형은 남자간
호사들에 한 정 이고 상호발 인 인식 확립을 

진하기 한 다양한 제도 , 정책  략을 모색하여 활

성화하고 제 Ⅱ유형은 양성  특성의 조화 을 찾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여자간호사와의 교류강화 로그
램, 남자간호사의 응향상 로그램 제공 등의 략을 
제시할 수 있다. 제 Ⅲ유형은 교육과 임상 장에서 간호

사의 여성성에 한 고정 념과 성별에 따른 편견을 개

선할 수 있는 양성 평등  교육 로그램, 성 고정 념에 

한 인식 환 교육 로그램 용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들의 

인식 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각 유형별 특

성에 따른 올바른 인식정립 략과 개선방향을 제공하

다. 이를 통한 남자간호사에 한 바람직한 인식형성은 
향후 남자간호사의 실무 응과 간호 문직 내에서 남자

간호사의 역할확립을 도울 수 있어 궁극 으로 간호의 

문성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간호사에 한 여자간호사의 
정 인 인식 향상과 남녀간호사의 바람직한 계 형성 

 증진을 한 략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남자간호사
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내외  요인을 평가하여 인력

리 재에 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남자간호사에 
한 보다 구체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해 근무부서, 간
호 상자에 따른 남자간호사의 정  측면과 부정  측

면을 면 히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간호사의 연
령, 학력, 경력, 직  등을 세분화하여 남자간호사에 

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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