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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제도 관련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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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
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 확인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에
게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를 실시한 융합연구이다. 최종 연구 참여 인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자(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 75명, 이용자(입원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65명으로 총 140명이었다. 기술통계와 
Chi-square, t-test로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공자 집단 77.3%와 이용자 집단 
66.2%가 동의하였다.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 제공자의 81.4%, 이용자의 70.8%가 간호사라고 답
하였다. 공중보건간호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견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t=7.56, p = .03). 공중보건간호사로
서 필요한 간호역량에 대하여 제공자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 간호전문성 개발 노력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남자간
호사 간호의 질 점수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배출될 남자간호사의 
정신·사회적 간호, 의사소통 간호 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공공의료서비스, 공중보건간호사, 남자간호사, 간호역량,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describe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perception of the PHN system, and of the Quality of nursing provided by male nurse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The subject group included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and t-test using SPSS 19.0. 77.3% of providers and 66.2% of consumers 
agree with the PHN system. 81.4% of providers and 70.8% of consumers agreed with the statement that the 
nurse is the most qualified public health worker. Period of servi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oup (t=7.56, p=.03). The development of nursing experts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strength of the PHN. Quality of nursing Mal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s between groups. Compared to 
earlier studies, it is to suggest a study that confirms preliminary nurses' psychiatric, social, and communicational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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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 보건간호사제도는 공공의료체계에서 부족한 간

호사를 충당하기 해 남자간호사  희망자에 한하여 

일반 군복무 신 군부 , 보건소, 의료취약지역의 공공 

 민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한 제도이다[1].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만

성질환 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

연재해 발생률 증가 등 보건의료에 한 요구가 높아졌

다. 민간시장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고[2],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  부담능력이 없는 취

약계층과 군사 시설처럼 의료인력 공 이 한정 인 의료 

사각지 에 놓인 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은  세계

으로 확 되는 추세이다[3]. 2011년 재 OECD 회원국 

평균 국민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20%[4]이다. 그러

나 한국의 경우는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개인 의료 부담

 비율이 37%[4]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11년 재 

병상수를 기 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병상의 약 

30% 이상을 공공의료기 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는 12%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3]. 한국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의 부 개정 공포되었

고 2013년 시행되어 국·공립 소유 의료기  심으로 한

정되어 있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필수공익 의료서비

스 제공이라는 기능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환되는 

등 의료취약계층  취약지역을 상으로 의료의 근성

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

기능  측면 강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 공공

병원에 한 차별성은 감소되었지만 의사를 포함한 간호

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5]. 2011년 

재 인구 10만 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34개국의 평

균은 3.2명인데 반해 한국은 2명이고, 활동간호사수는 

OECD 34개국 평균은 8.8명이지만 한국은 4.7명으로[4] 

선진국에 비해 은 수이다. 지역별 간호사 인력 불균형

도 심화되어 농 지역의 간호인력은 도시에 비해 1/5 

수 (18.9%)이며[6], 간호직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도시의 경우 55.1%, 소도시는 62.7%, 군지역 

71.7%[7]에 이른다. 한 2013년 7월 도입된 포 간호서

비스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 이나 도시지역

에 비해 상 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  지역의 경

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 인 

의료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지 까지 공공의료와 취약지

역의 의료공백을 보완해오던 공 보건의사 수가 감소하

고 있고[8], 이러한 상황을 반 하듯 공공보건의료기  

253곳  간호인력 최소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142곳,  601명에 달하는 등[9], 공공의료체계에서 의료인

력 부족은 심각하다.

공 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남자간호사가 국방의 의

무를 신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공공의료체계의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족시킬 것이다. 2014년 12월 공

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가 열려 

공 보건간호사가 공 보건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기여 

할 것이란 론은 모여졌다. 국방부는 역입  상자

가 공 보건간호사로 지원할 경우 군 병력 자원이 감소 

할 것으로 우려 하 고, 산업체 근무 등의 기존 체복무

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추세에 반하며, 약사·방사선사·임

상병리사 등 유사 보건계열 직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 를 하 고, 법률 개정은 무산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병력 자원의 수에 몰두하는 

동안 무자격자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 는 묵인하여

왔고[10], 부실한 군 내 응 의료 후송체계로 인해 ‘골든

타임’을 허비해 부상자들을 사망으로 몰고 갔다[11]. 인구

의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체복무 

선택을 막으려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여 쟁 복무를 강

요당하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침해 한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법으로 규정된 의

료인으로 역시 의료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로 일차 방 

등 보건활동을 규정받고 있다. 특성화된 업무 역을 담

당하는 유사 보건계열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역할을 동등

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등 공공의료기   인력수

 취약지역 민간의료기 , 군부 의 간호사 확보를 

한 공 보건간호사제도의 필요성에 하여 지 까지 이

루어 졌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견해 뿐 만 아니라 제도

의 도입 시 공 보건간호사와 함께 일하거나 간호를 받

게 될 취약지역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 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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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 보건간호사제

도에 한 인식을 조사한다.

2) 남자간호사에게 간호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가 

인식한 남자간호사의 간호의 질을 확인한다.

3) 공 보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 역량을 확인한다. 

  

2. 공중보건간호사제도 

2.1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의사

의료는 문성으로 의료인이 환자보다 정보의 우 에 

있고 질병발생을 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이로 인하

여 공 자 유인수요 등의 문제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이다[2]. 이러한 공공성은 어떠한  기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사회의 가치 에 따라 다르고, 공익실

을 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3].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를 통해 공공의료기 은 의료취약계층에 한 의료

제공,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의료제공을 기피하는 보건

의료제공, 액, 응 , 염병, 재활 등 비시장성 필수의

료 제공의 의무 지닌다. 그  의료취약계층은 지역 불균

형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 나라에서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은 일반 인 상이다[4]. 의료인력  시설

이 도시에 편 되어 있어 이러한 취약지역, 상자를 

한 공공의료 확충을 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1978년 국

민보건의료를 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1979년부터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하 고 이러한 공 보

건의사 제도의 실시로 무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12].

공 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에

는 지역주민에 한 진료, 방문보건사업에 여하고, 정

부지원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일반 진료 등 소

속기 의 업무  기능에 따라 업무가 부여된다[12].

공 보건의사의 역할에 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의사

역할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8.8%, 보건책임자의 

역할은 26.2% 다. 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장 비

이 높은 업무는 진료업무(98.4%), 보건 사업(44.0%), 

그리고 보건지소 리(36.4%)의 순 이 으나 바람직한 

업무로는 보건사업이 78.8%, 보건교육 70.7%, 진료업무 

56.5% 다[12]. 보건사업과 보건교육을 심으로 공 보

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취약지역과 상자의 의료공백의 험을 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 던 공 보건의사는 의 에 

여학생의 입학비율이 증가하고, 의학 문 학원제도 도

입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의 에 진학하는 경우 등의 이

유로, 2010년 5,179명이던 공 보건의사가 2015년 3,632

명으로 어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근성이 나빠지고 

있다[13]. 

2.1.1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요구자에 한 교육·상

담  건강증진을 한 활동과 기획·수행 그 밖에 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 보건

의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과 

보건교육의 요성[12]은 확인되었고 간호사의 업무인 

보건활동과 련된 역할수행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남자간호사수는 2004년 829명( 체간호사의 0.41%)에

서 2014년 7,443명( 체간호사의 2.32%)으로 크게 증가

하 고, 2013년 한 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남자는 

1030명(7.9%)으로[14], 향후 국내 남자간호사의 수는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남자간호사가 병역의무를 체하여 간호 인력이 부

족한 곳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각지 의 의료 

안 망 강화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근성 개선을 한 

효과 인 수단이다[1]. 

공 보건간호사제도의 취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법으로 정해진 의료인인 간호

사에게 의료법상으로도 부여된 일차보건에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병역의무를 체할 특례

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일차보건을 수행해야 할 의료 인력

의 부족은 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일부 독립 나 들은 군의 이나 간호장교조차 근

무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시 사단 의무 를 경유하

지 못하고 원거리에 치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15].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달체계의 미비는 군 병력 

약화요인이므로 공 보건간호사 제도는 오히려 군 병력 

강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공 보건간호사제도에 한 국 33개 지방의료원장 

상 조사에서, 26명은 제도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기 하고 있고[16], 남자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92.8%가 공 보건간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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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을 찬성하 다[17].  공 보건의사제도가 군에서

는 군의 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 보건의사로 활

용되는 것처럼 간호장교와 공 보건간호사로 의료서비

스의 질  보완을 도울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 보건간

호사 제도와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에 한 인식을 조사

하고 공 보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을 확인하

기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의 인구 비 간호 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 병원

과 군부 를 상으로 하고자 하 으나 군부 는 연구 

상에 포함하지 못하 다. 연구 상자 선정을 하여  

2014년 보건복지부통계연보[18]를 참고하 다. 간호 인

력의 수가 낮은 지역은 인 수치로 비교할 때 세종, 

제주, 울산, 충북, 충남 이 다. 

부족지역을 심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자 자료 수

집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국

공립 의료원과 민간병원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

다. 지역명( : ‘충청북도’)과 ‘병원’을 검색하여 나온 병원 

목록  상  5개의 곳에 화하여 연구에 하여 설명하

다. 연구에 하여 심을 보인 기   4곳은 화통

화로 참여 승낙하 고, 3곳은 연구내용에 하여 우편발

송을 하 지만 최종 불참의사를 통보받았다. 공공보건기

은 기 으로 공식 인 자료 요청이 아닌 연구에 참여 

한 의료기 의 장의 도움을 받아 수집되었다. 최종 으

로 간호 인력의 지역불균형문제에 하여 공감하고 연구 

참여를 승낙한 경기도 A군의 일 종합병원, 일 요양병원, 

두 곳의 공공보건기 과 충남의 일 의료기  , 일 문병

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 다. 

의료서비스제공자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

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 고,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 하 다. 연구참여자 수

를 산정하기 해 G power program 3.0 으로 독립 

t-test, 검정력 .80, 유의확률 .05, 간효과크기로 산출하

다. 상자 수는 각 그룹 64명씩 총 128명이 다. 2014

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10명의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가지고 문가(지역사회

간호학 공 교수, 문병원 간호과장)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 고,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1차 자료 수집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건지소 2곳과 종합병원에서 추가 수집

하 다. 연구 기 참여자에 포함하 던 병원 행정직원

의 자료를 제외하고 산출한 sample size에 맞추기 해 

2곳의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최종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0명이 임의표집 되었다. 

3.3 연구도구

3.3.1 공중보건간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공 보건간호사에 한 견해를 확인하기 해 제도의 

필요성에 한 동의여부는 찬성과 반 로 확인하 고, 

군  의료 달체계 개선에 도움정도,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력 충족에 도움정도, 공 보건간호사에게 간호를 받게 

될 때의 만족기 의 3 문항을 Likert 5  scale(1  = 

 그 지 않다, 2  = 별로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약간 그 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 하 다. 

공 보건의료인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 가 높

은 분야에 한 견해, 공 보건간호사의 한 복무기

간에 한 견해에 하여 명목척도로 확인하 다.

3.3.2 남자간호사의 간호의 질

간호의 질은 Wandelt 과 Ager[19]에 의하여 개발된 

간호의 질 측정도구(Quality patient care scale)를 번안 

수정한[20] 총 39문항의 도구로, 신체  간호 12문항, 정

신·사회  간호 7문항, 의사소통 간호 6문항, 치료  간호 

6문항, 일반  간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1-5

 scale로 측정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각 역의 간호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 

.968 이 다.

3.3.3 공중보건간호사의 역량

공 보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한 조사는 박

미란과 김남 [21]에 의해 개발된 간호역량 12개 역을 

선택지로 주고 해당하는 것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 다. 

12개 역은 간호 문성 개발 노력, 자원 리, 병동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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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윤리  가치 지향성, 력, 자신감, 자기조 , 

유연성, 환자지향성, 기 리, 향력, 교육  상담이다.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9.0을 이용하여 연구 상

자들의 일반  특성을 기술통계 하 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집단 간 일반  특성과 공 보건간호사 

제도에 한 인식, 간호의 질을 Chi-square test,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4. 연구결과

4.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Character Category
Provider

n=75(%)

Consumer

n=65(%)
X2 or t p

Gender
Male 18(24%) 30(46.2%)

7.59 .007
Female 57(76%) 35(53.8%)

Age (years) 46.3 40.0 1.65 .11

Marriage

Not 

married
22(29.3%) 30(46.2%)

4.22 .054

Married 53(70.7%) 35(53.8%)

Leve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and below

0(0%) 23(35.4%)

27.57 <.001

Bachelor 69(92.0%) 42(64.6%)

Master 6(8.0%) 0(0.0%)

Occupation

Professional  75(100%) 20(30.7%)

76.52 <.001

Office 

worker
0(0%) 11(16.9%)

Line worker 0(0%) 8(12.3%)

Service 0(0.0%) 15(23.1%)

etc. 0(0.0%) 11(16.9%)

Provider’s 

occupation

Nurse 47(62.7)

Doctor
12

(16.0%)

Physical 

therapist
5(6.7%)

Medical 

technologist
4(5.3%)

Social 

worker 
5(6.7%)

Occupational 

therapist
2(2.7%)

Nursing 

experience 

in getting 

to a man 

nurse.

Yes 30(40.0%) 12(18.5%)

7.69 .006

No 45(60.0%) 53(81.5%)

<Table 1> General character                (N=140)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의

료서비스 제공자는 75명, 이용자는 65명이 다. 두 집단

은 평균 연령은 차이가 없었다.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

업, 남자간호사에게 간호 받아 본 경험에서 모두 차이를 

보 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집단에서 병원의 간호사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참여한 간호사는 

모두 여자 간호사 다. 결혼여부에서 이용자 집단은 기

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이 유사한데 반하여 제공자 집단은 

기혼자가 더 많았다. 이용자 집단은 남자간호사에게 간

호 받아 본 경험이 제공자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75명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간호사

47명(62.7%), 의사 12명(16.0%), 물리치료사 5명(6.7%), 

사회복지사 5명(6.7%), 임상병리사 4명(5.3%), 작업치료

사 2명(2.7%)이 다. 

4.2 공중보건간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공 보건간호사제도에 한 인식은 <Table 2>와 같

다. 공 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동의하는가에 하여 의

료서비스 제공자 집단 77.3%와 이용자 집단 66.2%가 동

의하 고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제도가 군의 부족한 의

료체계에 기여할 것인가에 하여 제공자 집단 3.7(±.8)

, 이용자 집단 3.8(±.8)  이 고 집단 간 차이는 없었

다. 공공보건의료체계 인력개선 기여에 하여 제공자 

집단 3.8(±.7) , 이용자 집단 3.9(±.8)  이 고, 공 보건

간호사에게 간호 받게 될 때 측하는 만족에 하여 제

공자 집단 3.3(±.9) , 이용자 집단 3.4(±.8)  이 고 집

단 간 차이는 없었다. 

공 보건의료인으로 가장 합한 직종에 하여 제공

자의 81.4%, 이용자의 70.8%가 간호사라고 답하 고 집

단 간 차이는 없었다.  

공 보건간호사의 복무기간에 하여 제공자 37명

(49.4%), 이용자 42명(64.6%)가 역병과 동일한 기간인 

21개월을 선택하 으나 제공자 34명(45.3%), 이용자 12

명(18.5%)이 24개월을, 제공자 4명(5.3%), 이용자 11명 

(16.9%)이 36개월을 선택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t=7.56, p = .03). 공 보건간호사가 배출되었을 때 가장 

우선 으로 배치되어야 할 곳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

단은 농어 의 간호인력 취약지역의 보건소 42.7%, 이용

자 집단은 군  내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취약한 곳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관련 융합연구

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Mar; 14(3): 13-23

53.8%로 가장 높았고,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Provider 

M±SD or 

n=75(%)

Consumer

M±SD or 

n=65(%)

X2 or t p

Agree 

about 

Public 

health 

nurse 

system

Yes
58

(77.3%)

43

(66.2%)

.89 .20

No
17

(22.7%)

22

(33.8%)

Help to improve a 

medical services in 

Army

3.7±.8 3.8±.8 -.96 .37

Help to improve a 

medical services in 

vulnerable areas

3.8±.7 3.9±.8 -1.02 .30

Expect to be satisfied 

about  man nurses’ care
3.3±.9 3.4±.8 .51 .73

Job that is 

the most 

suitble for 

public 

health 

menber 

Nurse
61

(81.4%)

46

(70.8%)

4.99 .17

Physical 

therapist

10

(13.3%)

15

(23.1%)

Radiologist
1

(1.3%)

4

(6.1%)

Pharmacist
3

(4.0%)

0

(0.0%)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0

(0.0%)

0

(0.0%)

Term of 

service

21mouths
37

(49.4%)

42

(64.6%)

7.56 .0324mouths
34

(45.3%)

12

(18.5%)

36mouths
4

(5.3%)

11

(16.9%)

Prioritynu

mber 1

Army
27

(36.0%)

35

(53.8%)

5.62 .13

vulnerable 

area’s Health 

center

32

(42.7%)

11

(16.9%)

Local public 

hospital

11

(14.7%)

15

(23.1%)

vulnerable 

area’s 

privately 

hospital

5

(6.6%)

4

(6.2%)

Prioritynu

mber

2

Army
20

(26.7%)

14

(21.6%)

.12 .98

vulnerable 

area’s Health 

center

23

(30.7%)

34

(52.3%)

Local public 

hospital

27

(36.0%)

9

(13.8%)

vulnerable 

area’s 

privately 

hospital

5

(6.7%)

8

(12.3%)

<Table 2> Cognition of Public Helath Nurse System

4.3 남자 간호사 간호의 질

공 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하여 간호를 제공하게 될 남

자간호사 간호의 질에 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확인

하기 하여 참여자  남자간호사에게 간호 받은 경험

이 있는 제공자 30명, 이용자 12명의 응답은 <Table 3>

과 같다. 간호의 질에서 신체  간호는 제공자 집단에서 

50.6(±9.7), 이용자 집단은 52.4(±13.2) 다. 정신  간호

는 제공자 17.2(±2.4), 이용자 19.1(±2.8) 다. 의사소통 간

호는 제공자 19.8(±2.3), 이용자 22.2(±2.6) 다. 치료  간

호는 제공자 24.4(±4.4), 이용자 26.2(±5.9) 다. 일반간호

는 제공자 33.8(±6.9), 이용자 35.2(±8.7) 다. 간호의 질의 

하 역 모두에서 제공자와 이용자 간 차이는 없었다. 

Variable Category

Provider

M±SD 

(n=30)

Consumer

M±SD 

(n=12)

t p

Quality 

of care

Physical care
50.6

±9.7

52.4

±13.2
-2.08 .13

mental·

social care

17.2

±2.4

19.1

±2.8
-1.47 .07

communication 

care

19.8

±2.3

22.2

±2.6
-1.67 .09

treatment care
24.4

±4.4

26.2

±5.9
-1.69 .12

general care
33.8

±6.9

35.2

±8.7
-1.65 .07

Total
145.8

±18.4

155.2

±19.1
-1.59 .10

<Table 3> Quality of care                   (N=42)

4.4 공중보건간호사의 역량

공 보건간호사로 일하게 될 남자간호사의 역량에 

한 인식을 확인하기 하여 간호역할에서 여자 간호사와 

비교하도록 하 고 공 보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

역량은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간호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에 한 

질문에 하여 제공자 6명(8.0%), 이용자 15명(23.1%)가 

그 지 않다고 답하 고, 제공자 44명(58.7%), 이용자 31

명(47.7%)은 그 다고 하 다. 남자간호사는 특수 트

( 환자실, 수술실 등)의 업무가 더 합하다고 생각하느

냐에 한 질문에 하여 제공자 9명(12.0%), 이용자 20

명(30.8%)가 그 지 않다고 하 고, 제공자 43명(57.3%), 

이용자 32명(48.2%)가 그 다고 하 다.

공 보건간호사로서 필요한 간호역량에 하여 다

응답 하도록 하 는데 제공자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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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문성 개발 노력을 가장 요시 하 다. 제공자 집

단의 2 는 력능력, 3 는 기 리 4 는 환자 지향

성, 5 는 자기조  이 고, 이용자 집단의 2 는 병동 업

무 처리능력, 3 는 기 리, 4 는 력, 5 는 환자 지

향성 이 다. 

Variable  category

provider

n=75

(%)

consumer

n=65

(%)

X2 p

Nurses role is 

differently 

based on 

gender

no
6

(8.0%)

15

(23.1%)

6.88 .09neutrality
25

(33.3%)

19

(29.2%)

yes
44

(58.7%)

31

(47.7%)

Man nurse is 

suitable 

special unit 

than woman.

no
9

(12.0%)

20

(30.8%)

6.45 .15neutrality
23

(30.8%)

13

(20.0%)

yes
43

(57.3%)

32

(48.2%)

Competen-cie

s of Required 

Public Health 

Nurse.

1
st

Effort to 

develop 

professional 

skills

42

(56.0%)

Effort to 

develop 

professional 

skills

45

(69.2%)

2nd
Cooperation

37

(49.3%)

Job 

performance

35

(53.8%)

3rd

Crisis 

management

33

(44.0%)

Crisis 

management

26

(40.0%)

4
th

Client 

centered

20

(26.7%)

Cooperation

24

(36.9%)

5th

Self

control 

15

(20.0%)

Client 

centered

23

(35.4%)

<Table 4> Role of Public Health nurses

5. 논의

간호인력 수 부족, 지역불균형과 더불어 그 동안 의

료취약지역에 배정되던 공 보건의사의 수가 차 어

들어 공공보건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 보건간

호사제도 도입에 한 요구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 보건간호사제도와 

남자간호사의 간호의 질에 한 인식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

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보건간호사제도에 하여 33개 지방의료원장  

26명(78.8%)이 제도의 도입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기

여할 것으로 보았는데[16], 본 연구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77.3%가 도입에 정 이었다. 공

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기존 연구와 비교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는 도입에 하여 정 비율이 높았으며 제공자와 이용

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제공자 측면에서 도입을 정한 이유로 간호인력 확

보를 해 의료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

두 동원 해 본 상태로 공 보건간호사 제도를 통한 간호

인력의 배치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지방의료원장을 상으로 한 조

사에서 간호 인력부족에 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39%), 호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38%), 간호사 부족

문제를 2년 이상 겪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인력 확보를 

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 다[16]. 이용자 측면에서도 

66.2%가 제도 도입을 정하여 간호 인력이 확보되길 바

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불만족 요인 조사에서 

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읍면부는 17.9%, 그 외 

지역은 7.5%로 읍면부가 2배 이상 높았다[18]. 취약지역

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문 인력에 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사를 제외한 공 보건의료인으로 가장 합한 직종

에 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의 81.4%, 이용자 집

단의 70.8% 가 1순 는 간호사라고 응답하 다. 일부 국

가에서는 의사 부족에 응하고 국민의 진료 근성을 보

장하기 해 간호사의 역할을 확 하고 있다[4]. 미국, 캐

나다, 국에서 문 인 역할을 부여 받은 간호사들의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의 근성개선, 기시간 감소, 경

미한 질병이나 추 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한 서비스 

측면에서 의사와 동등한 질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4] 간

호사에게 문  역할을 부여하기 한 법 제정  규제 

개정이 필요함[22]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보건간호사제

도가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게 될 군부 , 보건소, 보건

지소에서 정  역할을 기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다. 본 연구에서도 공 보건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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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1순  농어  등 취약지역 

보건소, 2순  지방병원을, 이용자 집단은 1순  군 , 2

순  농어  등 취약지역 보건소라고 답해 취약 상자의 

의료서비스 근성 개선 역할을 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보건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한 평가를 살

펴보면 비용 인 측면에서 비용감소 는 비용 변동이 

없었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공

보건간호사제도의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군인 건강증

진에의 기여는 사회제도가 개인의 사회  상황으로 인한 

구성원의 건강문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Diderichsen 과 Hallqvist의 건강불평등 모델[23]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공 보건간호사의 복무기간에 하여 제공자와 이용

자 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과 보고를 하여 자료를 수집

한 기 에 방문하 을 때 의사이면서 의료기 장인 일 

참여자에게 24개월을 선택한 이유에 하여 물었을 때 

병원인력이 상시 채용도 있지만 신입사원 채용은 일반

으로 졸업생배출과 련되기 때문에 년 수를 채운 24개

월이 용이 할 것으로 단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제공

자 집단에서 36개월을 선택한 참여자가 이용자보다 낮은 

이유는 제공자 집단의 경우 간호업무가 정신 , 신체

으로 강도 높은 직무라는 을 직간 으로 알고 있어 

체복무라 하더라도 일반 역병보다 12개월 이상 과

되는 근무기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상

으로 많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용자 집단에

서 36개월을 선택한 경우는 방 산업체 복무기간이 34개

월인 에 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 

남자간호사에게 간호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가 평

가한 간호의 질 수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간

호 서비스에 한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지각차이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보다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에 

한 지각정도가 더 높았는데[24],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이용자 집단의 간호의 질 수가 제공자 

집단보다 높아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비하여 서비스

의 수 에 하여 상 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평

가한 하  역별 수의 평균은 신체  간호 50.6 , 정

신사회  간호 17.2 , 의사소통 간호 19.8 , 치료  간

호 24.4 , 일반간호 33.8 이 는데, 본 연구의 의료 서

비스 제공자에 간호사 외의 직업군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간호의 질을 측정한 동일한 도구로 평가한 연구에서 5개 

하  역의 평균 수가 신체  간호 49.2 , 정신사회  

간호 29.0 , 의사소통 25.0 , 치료  간호 25.7 , 일반

간호 32.5 [24]인 것과 비교 할 때 정신·사회  간호와 

의사소통 간호 역 수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남자간호사에게 간호 받은 경험이 있는 상

자라고 하더라도 경험의 양 인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

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수가 충분하지 않은 이 있으나, 

보건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문직능력에 유의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고[25] 의사소통

의 특성은 간호사에 있어서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26]  향후 남자간호사의 의사소

통 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 훈련이 간호교육에서 강조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의 근무부서로 특수 트

가 합하다고 보았다. 남자간호사의 직무에 한 일 연

구에서 참여한 남자간호사 162명  일반병동 근무자는 

22명이 는데 반해 수술실  마취실 46명, 환자실 35

명[27] 등 실제 남자간호사들은 특수 트에 종사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일반병동 

근무하는 간호사가 높았고[27]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간

호업무성과와 병원성과를 높인다는 을 고려할 때

[28][29], 남자간호사는 특수 트 근무가 합하다는 것

은 편견일 수 있으므로 남자간호사의 병동근무를 정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 3500명에 달하는 남자간호 학생의 입학이 안정

권에 들어섰고 공 보건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부

는 연간 2000여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게 됨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1]. 남자 간호사는 차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한 정책 인 배려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은 간호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인 간호직업특성으로 인해 남자간

호사는 여자간호사들보다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개발

하는데 스트 스를 받는다[30]. 재 부분의 간호(학)

과 남학생의 경우 2학년을 후로 하여 군 복무를 해 

휴학을 하고 2년 후 복학을 하여 학업의 단 과 취업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31]. 남자간호사는 공 보건간호사제

도를 통해 문 인 업무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다[1]. 남자간호 학생  군필자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70.9%가 공 보건간호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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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찬성한다고 답하 고[17], 찬성한 이유에 하여 군

복무 는 경력 단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해 도입해야 한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으로 볼 때[17], 남자 간호

학생들의 학력․경력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역병의 감소 험성 문에 공 보건간호사제도를 

수용할 수 없고, 기존의 체복무제도 마  폐지하는 국

방부의 정책은, 비록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을지라

도 의무 이행에 있어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따른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아 국가의 사명이 본질 으로 인간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을 간과할 험성을 내

포한다[32]. 양심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민 개개인이 

기여하고 싶은 역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은 유엔헌장이나 각종 인권 규약을 통해서도 권고 받고 

있는 사항이다[33]. 한국과 같은 강제징병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독일 통일 이 인 1983년에도 병역 상의 

15.4% 만이 군 의무복무 고, 23.3%는 체 복무 등이 

포함된 기타복무자 음[34]에 비해, 2014년 한국의 의무

복무자는 체 병역 상  90.4%가 역병이고 공 보

건의사  산업체 근무 등 체복무가 포함되는 제2국민

역은 1.9% 다[34]. 한국과 독일의 안보상황이 상이한 여

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소신과 선택의 여

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음은 분명해 보인다. 군 병력 유

지에 있어 양  유지 뿐 아니라 공  보건간호사 제도를 

포함한 질  유지 방안들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 보건간호사 제도에 한 인식을 

확인하고 남자간호사의 역량발휘를 한 연구에 기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공 보건

간호사 제도의 도입을 진하고, 더불어 남자 간호사들

이 학력과 경력 단  문제를 해소하고 문  역량을 발

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

리라 사료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 보건간

호사제도와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에 한 인식을 악하

여 공 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

기 해 실시되었다.

공 보건간호사제도에 한 인식을 확인하는 질문과 

간호의 질에 한 측정도구로 조사하 다. 연구결과 공

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정하는 비율은 과반수를 넘

었고, 이 제도가 개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

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제도에 한 구체 인 견해에서 공 보건인력으로 공

보건의사를 제외한 우선순 에서 1순 는 간호사 으며 

제도도입은 공공과 민간지방병원의 간호인력 충족에 기

여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 참여자가 임의 표집되었고, 

의료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직업군이 제공자 집단에 속

하여 있는데 직종별로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군에 따른 견해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 하 다. 

향후 남자간호사 간호의 질에서 타 역과 비교할 때 

상 으로 수가 낮은 역에 한 연구를 실시할 것

을 제언한다. 공 보건간호사제도가 도입 된 후 성공여

부는 남자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지원하고 

배치되는가에 한 보증이 가능할 때 일 것이므로 추후 

공 보건간호사로써 갖추어야 할 역량에 한 연구가 보

완될 필요가 있다. 

공 보건간호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서비스

가 문 간호 인력의 공백 없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에 한 국민  합의를 이끌 수 있도

록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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