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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이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

하여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간호사가 등장하는 한국 현대소설로 1927년에서 2016년까

지 2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소설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분석단위는 소설 속의 간호사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서술이나 대화가 나오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채택하고, 선행연구의 이미지 결정 요소를 

통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했다. 소설 속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전통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광수 『사랑』, 김의정 「닥터 한」, 정도상 �푸른방�, 조정래 �한강�, 공지영 「별들의 들판」, 서성란「겨울 손」,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 둘째, 사회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강경애「어둠」, 김경욱 「천국의 문」, 최정희 「천맥」, 이제하「나그네

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원재길 「꽃바람」 셋째, 전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청준 「조만득 씨」, 「퇴원」, 최인훈 「광

장」, 김연수 「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넷째, 개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최

인호 「견습환자」, 김정한 「제 3병동」, 은희경 『마이너리그』, 김훈 「화장」, 하성란 『식사의 즐거움』, 김지연 「히포크라테

스의 연가」,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박경리「불신시대」, 유순하「금빛 햇살」, 정미경 「비소여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소설 속 간호사의 이미지를 통해 소설은 인간 돌봄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한국 현대소설, 간호사 이미지, 돌봄, 소설분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literary works embodying nurses accommodate various discourses 

about nurses and reproduce them in literature. The subject of analysis is a Korean modern novel 

featuring a nurse, and 29 works were selected from 1927 to 2016. The analysis method i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novel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unit of analysis adopts a narrative 

or dialogue that deals with the image of a nurse in a novel as a unit of analysis, The image determining 

factors of previous studies were integrated and categorized into 4 types and conside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age of a nurse in the novel, First, traditional image types include Lee Kwang-soo 『Lov

e』, Kim Eui-jung 『Doctor Han』, Jo Jung-rae 『Han River』, Gong Ji-young's 「Field of Stars」, Baek 

Min-seok 「Poor Little Hans」 Second, social image types include Kang Kyung-ae 「Dark」, Kim 

Kyung-wook 「Heaven’s Gate」, Choi Jeong-hee 「Cheonmaek」 Third, professional image types include 

Lee Cheong-jun 「Mr. Jo Man-deuk」, 「Discharge」, Choi In-hoon 『The Square』, Kim Yeon-soo 「The 

Night in the Tunnel Where I Listened to Jusaeng Tudipini」, Jeong Se-lang 『Public health teacher Ahn 

Eun-young』and Fourth, personal image types include Choi In-ho 「Apprentice Patient」, Kim Jeong-han 

「The Third Ward」, Eun Hee-kyung 『Minor League』, Hoon Kim 「Hwajang」, Ha Seong-ran 「The Joy of 

Eating」, Kim Ji-yeon 「Hippocrates Love Song」, Park Kyung-ri  「Era of Distrust」, Jeong Mi-kyung 「The 

Lady of Arsenal」 typed as. Through the image of the nurse in the novel, the implications of the novel 

for human car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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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화된 인간은 타인들로부터 고유하고 특정한 속성

을 가진 주체로 확인받고 인정받을 때에만 스스로를 그

러한 주체로 이해한다[1].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

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beliefs), 생각(ideas), 

느낌(impression)의 합이다[2]. 간호사에 대한 가장 보

편적인 이미지는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든 여인 상(象)이

다. 여기서 파생된 간호사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백의

의 천사이고 여성의 직업이며 희생과 봉사라는 고정관념

을 갖고 있다[3]. 오랫동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의사

의 보조자이며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 힘든 직업이고 헌신적이며 수동적이고 의존

적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인식되었다[5]. 간호사 

이미지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

체가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를 고찰한 것이다. 텔

레비전 드라마, 신문, 인터넷 사진 등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는 일관되게 전통적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다. 그

런데 대중매체에서는 간호사의 다양하고 확대된 역할과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6]. 실제 간호사들이 

행하고 있는 간호의 전문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과소평

가 되어서 대중매체에서 비춰지는 한정된 이미지는 간호

사에 대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고 직업적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현대소설의 간호사 이미지를 고찰한 연

구는 소략한 실정이다[7].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현대소

설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고찰해 보는 일은 필요하

고 중요한 과제이다. 소설은 인물행동을 모방할 때 원인

과 결과의 유기적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소설은 허

구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특질과 성격은 개성적일 수

도 있고 전형적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가 하면 집단적⸱

원형적일 수 있고, 작품 특유의 것이거나 여러 작품에 관

습적인 것일 수 있다[8]. 소설을 연구하는 것은 인물과 

인물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인과율의 관점에서 살피

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롯이 기반한 시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대상들이 서로 어떻게 배치되고 묘사

되고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8] 이

처럼 하나의 서술이 여러 의미를 지니며, 다시 그 의미들

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 즉 작품 고유의 진실과 논리를 

형성해가는 것이 소설의 핵심 양상이다[9]. 따라서 소설 

속에 간호사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접할 수 있다. 소설은 간

호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의 하나로서 그 소

임을 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별 주체들이 

구연해낸 이야기가 집합적으로 묶여질 때, 한 집단의 다

중적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얻고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

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적으로 확인받고 증명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를 형상화한 문학 작

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들이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의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간호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간호사들이 답습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간호사 이미

지를 버리고 현대 사회에 걸맞게 취해야할 간호사 이미

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간호사 상을 형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

지를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간호사의 모습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나아가 간호전문직이 

올바르게 비춰지고 간호사의 사회적 위상이 바람직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는 어떠한

가?

2) 한국 현대소설에서의 지배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어

떠한 유형인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간호사가 등장하는 한국 현대소

설로 1927년에서 2016년까지 2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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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소설에 대한 내용분석이

다. 분석단위는 소설 속의 간호사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서술이나 대화가 나오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채택

하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생활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태도 및 역할을 살펴보면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국 현대소설의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

해 선정된 대상은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

on
applicable novel

main 
character

Lee Kwang-soo 『Love』(1937), 
Kang Kyung-ae 「Dark」(1937), 
Park Beom-shin 『rain falling at night』(1978), 
Lee Je-ha 「The Traveler Does Not Rest on the Roa

d」(1985), 
Baek Min-seok 「Poor Little Hans」(1998), 
Jeong Do-sang 「The Blue Room」(2000),
Gong Ji-young's 「Field of Stars」(2004), 

Kim Yeon-soo 「The Night in the Tunnel Where I 
Listened to Jusaeng Tudipini」(2013), 
Jeong Se-lang 『Public health teacher Ahn 
Eun-young』(2015)

Kim Kyung-wook 「Heaven’s Gate」(2016) -part10

secondary 
character

Choi Jeong-hee 「Cheonmaek」(1941),  
Choi In-hoon 『The Square』,(1960), 
Lee Cheong-jun「Discharge」(1965), 

Choi In-ho 「Apprentice Patient」(1967), 
Kim Jeong-han 「The Third Ward」(1968), 
Kim Eui-jung 『Doctor Han』(1968), 
Lee Cheong-jun 「Mr. Jo Man-deuk」(1980), 

Jeong Mi-kyung 「The Lady of Arsenal」(2001) 
Eun Hee-kyung 『Minor League』(2001),  
Jo Jung-rae 『Han River』(2002), 
Seo Seong-ran's 「Winter Hand」(2004), 

Won Jae-gil 「Flower Wind」(2004) -part12

simple 
character

Park Kyung-ri  「Era of Distrust」(1957), 
Kim Jeong-han 「The Third Ward」(1969), 

Kim Ji-yeon  「Hippocrates Love Song」(1994),  
Kim Jin-myung 「Heaven and Earth」(1998),     
Hoon Kim 「Hwajang」(2004), 
Ha Seong-ran  「The Joy of Eating」(1996), 

Yoo Sun-ha 「Golden Sunshine(1998) -part7

Table 1. Novel for analysis of nurse image

2.2 관련연구 및 분석기준

본 연구자는 소설에서 간호사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

는 분석척도가 없는 관계로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토대로 간호사 이미지를 유형화하였다.

먼저, Olesen과 Devis[10]는 간호 이미지 관하여 비

전문적인 이미지(lay image), 관료적인 이미지(bureaucratic 

image), 전통적인 이미지(traditional image), 진보된 

전문적인 이미지(advanced professional image) 등 4

가지로 분류하였다. 비전문적인 이미지는 봉사정신, 종

교적인 소명감, 간호직에 대한 호기심의 속성 등이다. 관

료적인 이미지는 처방 이행, 간호업무의  면밀한 감독이

나 지시 등이 있고, 전통적인 이미지는 세심함, 고도의 

숙련된 기술, 감정 조절과 억제 등이 있다. 진보된 전문

적인 이미지는 직업적인 높은 존경심, 문제해결능력과 

통찰력, 혁신, 환고한 지적인 내용, 창작력과 창조력 등

이 포함되어 있다. Bridge[11]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를 봉사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

(ministering angel), 정부의 이미지(battleaxe), 인정 

없는 고약한 이미지(naughty nurse), 의사들의 보조자

(doctor’s handmaiden)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박성애[12]의 간호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Q-방

법론을 이용하여 희생과 봉사의 나이팅게일형, 간호업무

와 간호사에게 위압감과 괴리감을 갖게 하는 뻐꾸기형, 

간호를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분석하려는 현실 개선형, 

간호사와 간호의 역할을 어머니와 동일시하려는 유형으

로 나누었다. 윤은자[13]의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 

이미지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긍지형, 갈등

형, 진보형의 3가지로 분석하였다. 긍지형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써 대상자를 이해하

고 돌보는 전문인으로서의 유형이다. 갈등형은 전문직 

간호에 대해 갈등을 느끼며 주로 외부적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형이

다. 진보형은 간호의 독특성과 전문성을 높게 지각하여 

이를 위한 전문적 지식 추구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인

간애를 강조하여 이를 통해 이상적인 전문직 간호를 지

향하는 유형이다. 양일심[14]의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 요인, 사회적 이미지 

요인, 전문적 이미지 요인, 개인적 이미지 요인으로 간호

사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조혜경[15]의 연구에서는 국

내 현대소설 10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간호사의 정체성

을 독립의지 구현형, 의존의지 구현형, 대결의지 구현형, 

초월의지 구현형 4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박혜숙[8]은 

소설 등장인물의 기능과 유형에서 등장인물의 기능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데, 첫째 심리적 기능과 둘째 이데

올로기적 기능 혹은 사회적 기능과 셋째 텍스트적 기능

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양일심의 이미지 

유형을 기본으로 많은 관점을 조합하고, 소설 속 등장인

물인 간호사의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통합하여 범주화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

였다. 4가지의 각 유형을 표현하는 의미는 Table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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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aning

traditional
image type

angel in white, Patient First, attentiveness, 

dedicated, comfort, cleanliness, doctor's 
assistant, 
technical and functional roles

social

image type

counselor, motherly role, 
Independent patient care,

health educator,
representing one aspect of society

professional
image type

emphasis on human meaning, 
Skilled Expertise and Skills,
problem solving insight,
pride in the job,

worthwhile and rewarding,
creativity, responsibility, autonomy,
researcher, advisor

Personal

image type

spirit of service, religious vocation, 
curiosity, egoistic mind, unkind, 

Human Representation in Literature

Table 2. 4 Types of nurse images in korean modern 

novels

3. 한국 현대소설 속 간호사 이미지 고찰

간호사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

들이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3.1 이광수의 『사랑』에 등장하는 석순옥은 간호사의 

이상주의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간호사 석순

옥은 서구 간호담론의 자선과 박애라는 행위방식을 이식

하면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봄으로써, 병원 내에서 자

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 모성애는 간호

사를 헌신의 육체로 구현한다. 정서적으로 한 남자에 의

존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만, 순옥의 역할은 

요양소의 간호사와 가정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교사로

서 그 사랑과 헌신의 절대성에서 동일한 존재가 된다. 

3.2 강경애「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어지러움과 참담한 

시대 이야기다. 남자는 민족운동이나 사회혁명운동을 위

해 정력적으로 행동하다 고난을 받거나 죽고, 생활의 기

반이 철저하게 상실되어 짓밟히는 것은 여자들이다. 「어

둠」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간호사의 이야기다. 사실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썼다기보다는 1930년대 여성의 이야

기를 하고 있다. 「어둠」에 등장하는 간호사 영실은 간호

업무에서는 환자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의사

와 손발이 잘 맞는 유능한 간호사다. 대인관계에서는 간

호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협조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하지만 비극적인 환경 즉 사회운동을 하다가 사형당한 

오빠의 소식과 자신을 유린한 의사의 배신에 충격을 받

아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도 관념적으로 나타난 어둠에 대한 극복 의

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한계성의 한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3.3 최정희의「천맥」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가능케 하는 소설이다. 간호사였던 연이는 욕망

과 가부장적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의 줄타기를 

한다. 여성은 억압된 내면을 들여다 볼 여유도 없이 가부

장제에 종속되어 왔다. 여기서 과거 간호사복을 입은 자

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연이는 개인의 연정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

로 치환하면서 모성애를 실현하고 간호의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3.4 최인훈의 『광장』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북한 간호

장교 은혜이다. 소설은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남북한의 이념 대립과 그 사이에서 파멸해가는 

이명준이라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은혜는 북

에서 만난 아주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간호병으로 지원해서 전쟁터의 이명준을 찾아

나선다. 모성적이며 주도적인 간호사의 모습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인물이다. 

3.5 최인호의 「견습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결핵성 늑

막염 환자가 간호사와 의사를 관찰하는 이야기다. 소설

은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가 되어 웃음 잃은 간호사와 의사에게 웃음을 찾아

주겠다는 아이러니로 전개된다. 소설 화자가 관찰한 “간

호사들의 얼굴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뻣뻣해 있었고 그녀

들의 얼굴에선 웬일인지 잘 소독한 통조림 깡통 같은 쇠

녹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 그녀들은 전염병이 휩쓰는 우

기에 마스크를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골목골목을 돌아다

니며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역원 같은 모습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라며 병원에 입원한 뒤 간호사나 의

사들의 웃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개탄한다. 김정한

의 「제3 병동」은 시골노인이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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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까지 만났던 수련의, 수간호사, 간호사, 다른 환자, 

보호자 등과의 어려움과 병원제도상의 부조리를 고발한 

소설이다. 제 3병동은 전염병 환자만을 수용하는 곳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간호사는 커다란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싸고 있는 좀처럼 마스크를 떼지 않는 모습만 존재한

다. 언제보아도 무표정한 얼굴, 퉁명스러운 대답이 수간

호사의 모습이다. 

3.6 김의정의「닥터 한」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소설의 

화자로서 닥터 한을 설명하는 간호사다. 그는 제법 큰 병

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는데 현재는 허름하고 응급치

료소같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위치를 ‘간호사

로서의 상한 자존심’이라고 표현한다. 그가 간호사 생활

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업무이다. 남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도

맡아 하면서 즐기고 있다. 닥터 한은 간호사에게 “간호원

들은 간호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제까지 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요.” 하면서 역할 확대를 

요청한다. 

3.7 박범신의 『밤이면 내리는 비』에 등장하는 보건교

사 가희는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다. 가난

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연민을 갖는 여성이

다. 소설에 나타나는 간호사 이미지는 양호선생님과 관련

된 부분이다. “소독 냄새처럼 좋은 게 없지. 청결하거든. 

난 항상 양호실에 들어서면 맘이 가라앉는단다. 소독 냄새

가 없는 곳은 왠지 불안해.”와 같이 청결함과 안정적인 냄

새에서 위안을 찾는다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또한 양호선

생님에게서 “무언가 외로워도 보이고 달관한 것처럼 보이

고 그러면서도 고향집의 아랫목처럼 포근하게 감싸여 오

는 것”이라는 안도감을 간호사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3.8 이제하의「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잃

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다룬 소설이다. 분단국가, 실향

민의 이야기를 환상적이고 심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뿌리 잃고 떠도는 영혼들의 치유사, 나그네의 삶을 쉬게 

하고픈 해결인물로 최 간호사가 등장한다. 또한 최 간호

사의 업무는 대기업 회장이었던 중풍 걸린 환자에게  ‘인

간 핫백’이 되는 특별간호를 한다.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

을 다하며 부조리한 현실에 당당히 저항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한의 정서가 응축된 오구굿과 신

내림의 과정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를 모색하는 

인물이다. 

3.9 이청준의「조만득 씨」는 정신과 의사인 민 박사와 

과대망상성 정신분열증 환자 조만득 사이에 일어나는 치

료에 대한 이야기다. 조만득은 궁핍의 한계상황으로부터 

정신적 과대망상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상황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윤지혜 간호사는 의사의 치료법이 실제 조만득 

씨의 치료에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환자가 치

료가 되어 현실 세계로 되돌아간다 해도 극한적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가는 의사와 대립되는 인

물로 간호사 윤지혜를 내세워 의사의 과학적 치료 방법

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학적 방법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윤지혜 간호사는 극한적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의 실

제적 구원에 관해서 의사와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퇴원」

에 등장하는 간호사 미스 윤도 환자에게 유일하게 진실

한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존재이다. “그녀는 나에게 거

울을 빌려줌으로써 나를 고장난 시계에 비유함으로써 그

리고 나의 말을 성실하게 들어줌으로써, 나의 정신적 회

복을 돕는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임상적 상황에서 분석

의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녀는 나에게 마치 전이된 어머니처럼 인식됨으로

써 나로 하여금 퇴원하여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는 표현처럼 두 소설에 나오는 간

호사는 인간적 차원의 회복에 대한 옹호자로 등장한다. 

3.10 김지연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김진명의 「하늘

이여 땅이여」, 박경리「불신시대」, 유순하「금빛 햇살」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의사의 주변인물로 등장한다. 「불신

시대」에는 한국 전쟁 중 아홉 살 아들이 거리에서 넘어져 

뇌를 다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사와 간호사의 무성의로 

죽게 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 간호사에 대한 표현을 보

면 “갓 데려온 간호원”, “간호원은 소독도 안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 뽑는다.”, “주사약 분량

을 속이고 가짜 주사약”을 주사하는 모습이다. 생명을 책

임질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대

상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 가짜 약들이 유통되는 

모습, 의료진의 파렴치한 행위에 많은 생명들은 고스란

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생명, 반도덕 행

위에 대한 절망을 소설은 말한다. 「금빛 햇살」은 병자소

설이며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 자신이 의사들도 

포기한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창작활동을 하

기까지의 소생과정을 펼치고 있다. 작품 중간중간에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 평가하는데, 오진을 잘 한다거나 

불친절하다든가 말투가 기본적으로 명령조라든가 하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묘사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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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여 땅이여」에서도 간호사의 피상적인 모습만 묘

사하고 있다. 

3.11 하성란의 『식사의 즐거움』에 등장하는 신생아

실 간호사는 단편적이지만 전체 소설의 사건을 진행하는 

모티브로 작용한다. 10년차 간호사가 자신의 삶에 싫증

이 난 나머지 일을 함에 있어 실수를 한다. 아니 그녀가 

한 일은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간호사가 겪는 운명적

인 가족관계가 주는 멍에의 무거움은 타인의 운명을 헤

집어 놓고자하는 욕구로 아이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 교대한 간호사에 의해 신생아들은 제자리

를 찾아감으로 그녀의 위험한 시도는 결국 운명적 힘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 일은 소동에서 끝나고 모든 것은 정

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소설의 발단이 된다. 즉 간

호사의 일화는 ‘업둥이 콤플렉스’를 뒷받침할 만한 해프

닝을 소개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12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에 등장하는 꼬마 한

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상담을 받는 소년이다. 의사는 

꼬마 한스에게서 병증 혹은 증상을 읽으려고만 한다. 신

경정신과 간호사 선애는 환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친한 

친구가 된다. 간호사 선애는 꼬마 한스의 문제를 공감하

며 함께 풀려고 노력한다. 선애는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떠나면서 타인에게 의존치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의지를 실현하는 인물이다. 한스는 간

호사에 대하여 “깨끗한 여자”에서 “특징 없는 여자”였다

가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그녀는 무서운 사람”이

라고 말하며 ‘소중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3.13 정미경의 「비소여인」에서 비소(As)는 부자(附

子)라고 부르는 독이다. 비소(砒素)를 탄 음식을 상시적으

로 먹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죽음 곁으로 다가간다고 한다. 「비소여인」에서는 이 땅

에서의 삶이란 ‘비소’를 섞은 뜨거운 국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주변의 사람들을 비

소에 중독시켜 하나둘씩 사라지제 하는 ‘비소여인’이다. 

그는 기숙 간호학교에서 정물화처럼 살아왔다가 한 사내

가 내민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오지만, 이러한 세상을 냉

소하며 타인의 삶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용하는 모습으

로 정체성을 찾는다. 

3.14 정도상의 �푸른방�, 조정래의 �한강�은 파독 간

호사의 모습을 재현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조국 근대화

의 불쌍한 희생자이고 기회의 땅을 찾아 끝없이 떠도는 

유랑자로 표현한다. 파독 당시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

어 낯선 존재들로 소설에 재현되고 있다. �한강�에 등장

한 파독 간호사 김광자, 정남희, 서미향, 이정옥, 주선녀 

등은 자아를 지닌 개인이기보다는 독일 정부로부터 상업 

차관을 빌리고자 했던 한국정부의 지급보증을 위해 내세

운 담보물이었다. 소설은 경제개발을 위해 달러가 필요

했던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존재들로 형상

화했다. 공지영의 �별들의 들판�에는 독일로 간호사를 

파견한 것은 여성들의 학구열과 돈벌이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고, 나라 전체의 높았던 실업률을 해결하

고, 파독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달러를 부치면 외화 부족

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3.15 서성란「겨울 손」에 등장하는 정하는 유휴간호

사다. 명절을 앞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할머니

를 모시고 사는 손아랫동서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방도

시의 시댁으로 내려간 정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

는 집과 그 집에 예속되어 있는 여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정하는 신생아실 간호사 출신인데 어머니 되기에 

대한 병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다. 세상과의 소통의 가능

성을 좀처럼 열려하지 않는 인물이다. 과거에 근무했던 

산부인과는 지성소가 아니라 ‘삶의 비극과 고통이 넘치

는 아수라장’일 따름이라고 회상한다. 그는 사직이나 임

신기피 등 부정적인 방법일지언정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3.16 은희경의『마이너리그』는 지방도시 1958년 개

띠로 태어난 평범한 남자들이 10월 유신, 10⸱26, 5⸱18, 

6⸱10의 언저리를 지나쳐온 마이너리그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중 주인공의 아내로 등장하는 간호사는 말

끝마다 ‘팔뚝이 굵은 간호사’, ‘씩씩한 간호사’, ‘생활력 

강한 간호사’라 붙였지만 막상 간호사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소설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겉

보기에는 굉장히 경쾌하지만 반대로 작가의 가차 없는 

간호사에 대한 시선이 마이너리그 행동반경의 직업임이 

드러낸다. 

3.17 김훈의 「화장」은 아내의 질병인 뇌종양과 남편

의 질병인 전립선염에 대한 질병의 서사이다. 간호사는 

뇌종양 수술 전 머리카락을 면도하는 장면과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남편의 비뇨기과 배뇨시술 장면에 등장한다. 

간호사의 임상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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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까지 공통화하고 일상화한다. 이것은 간호사가 문명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성과 성기에 관련된 신체적 기능과 

직접 접촉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의 질병과 상해

와 치료과정의 모든 현상에 참여한다. 냄새를 역겹거나 

사회적 금기로 여기는 대신 일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환자들을 사정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소설 속 간호사의 

참여는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3.18 원재길의 「꽃바람」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고발을 담은 우화다. 작가

는 흔히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과 거

부가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꽃바

람」의 주인공은 시골 소읍에 나타난 빼어난 외모의 젊은 

간호사다. 그 간호사의 출현으로 조용하던 소읍엔 활기

와 아울러 불안과 불화의 기미가 감돌게 된다. ‘몸에 전

기가 흐르는 간호사’가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간

호사의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여자들의 시샘과 

거부감은 결국 간호사로 하여금 마을에 편입되기를 포기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든다. 열등한 특성뿐만 아니

라 남보다 비범하고 우월한 자질 역시 배척과 파멸의 빌

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3.19 김연수의「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에는 

암이 재발한 병든 노모가 등장한다. 간호사였던 딸은 암

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마련해 어머니를 모신다. 간호사인 딸은 어머니의 언어

에 반응하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인생 전체

를 재구성하는 간호를 한다.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마음

으로 이해하여 어머니가 현재의 질병으로 얻은 깊은 좌

절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어머니의 꿈과 자

유롭고자 했던 어머니의 욕망도 발견하게 된다. ‘주쌩뚜

디피니’는 죽기 전에 어머니가 즐겨 불렀던 아다모의 노

래 쌍뚜아마미(Sans Toi Mamie)다. 투병 중이던 어머

니가 "Je sais tout est fini/ J'ai perdu ta confiance"

를 부르며 투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0 정세랑의 『보건교사 안은영』은 고등학교 보건

교사이고 퇴마사이며 심령술사이다. 그녀는 젤리의 형태

로 죽은 사람도 인간의 온갖 욕망의 찌꺼기들도 볼 수 있

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안은영은 동료교사와 함께 학

교의 악귀를 물리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체적이며 감각적인 교사역할을 하면

서 주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돌봄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준다.

3.21 김경욱의「천국의 문」은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딸의 시선으로 서술된 이야기

다. 소설은 한국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죽음, 가

족공동체의 해체, 부성의 부재 등을 풀어놓는다. 특히 사

회가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죽음자체를 해석하

는 특유한 시각을 간호사를 통하여 보여준다. ‘죽음은 끝

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이라는 관점을 제시

한다. 남자 간호사는 딸을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구해

주고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준다. 

4. 한국 현대소설 속 간호사 이미지 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 본 소설 속 인물들을 간호사 이미지의 4

유형의 기준으로 분석하면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4.1 전통적 이미지 유형

전통적 이미지 유형이란 간호사에 대한 백의의 천사, 

의사의 보조자, 헌신적이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

을 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이 유형에는 첫째, 이광수의 

『사랑』에 등장하는 석순옥 간호사이다. 그는 간호사를 

헌신의 육체로 구현하고 헌신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정

립한다. 둘째, 정도상의 �푸른방�, 조정래의 �한강�, 공

지영의 �별들의 벌판�에 등장하는 파독 간호사들이다. 

그들은 삶의 가치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개발을 위한 외화에 불과하다고 그려지고 있지만, 파독 

간호사들은 헌신적이고 환자우선주의로 일처리를 하고 

책임감이 강한 간호수행을 함으로써 이질적인 타자로부

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 셋째, 서성란「겨울 손」넷째,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에 나오는 신경정신과 간호사 

선애이다. 그는 꼬마 한스의 문제를 공감하며 입장을 이

해하고 지지해준다. 

4.2 사회적 이미지 유형

사회적 이미지 유형이란 상담자, 어머니 같은 역할, 

사회의 한 단면을 대변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이 

유형에는 첫째, 강경애「어둠」에 등장하는 간호사 영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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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주인공 간호사의 삶을 통하여 민족의 수난기에 여

성의 삶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깨닫

게 하는 사회 반영 인물이다. 둘째, 최정희 「천맥」에 등

장하는 간호사 연이이다. 그는 욕망과 가부장적 윤리 사

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개인의 연정을 고아들을 돌

보는 일로 치환하면서 모성애를 실현하고 간호의 새로운 

역할을 개발한다. 최인훈 「광장」의 은혜도 주도적이고 

모성적인역할을 보여준다. 셋째, 이제하「나그네는 길에

서도 쉬지 않는다」에 등장하는 최 간호사이다. 그는 뿌리 

잃고 떠도는 영혼들의 삶을 쉬게 하고픈 인물이다. 최 간

호사의 업무는 중풍 걸린 환자에게 독자적으로 간호하는 

특별간호를 담당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당당히 저항하

는 인물이다. 넷째, 김경욱의 「천국의 문」에 등장하는 남

자간호사다. 그는 한국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죽

음, 특히 사회가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죽음자

체를 해석하는 특유한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돌봄의 문

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역설하는 환자보호자의 상담자 역할을 한다.

4.3 전문적 이미지 유형

전문적 이미지 유형은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숙련

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문제해결의 통찰력,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미지 유형을 말한다. 첫째, 이청준 

「조만득 씨」와「퇴원」에 등장하는 윤 간호사이다. 그는 의

사의 정신의학 치료의 일방성에 대한 견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청준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의사의 이미지

가 철저하고 전형적이며 자기 확신적이고 단호한데 비해 

간호사는 인간적인 양심을 보여주는 역할, 상처의 근원

을 찾게 하는 역할이다. 간호사는 과학적 인식의 불완전

성을 생각하고, 극한적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의 실제적 구

원에 관해서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해서 치유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김연수 「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에 등장하는 간호사다. 그는 암이 재발한 어머니를 돌

볼 때 남은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진행한다.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며 어머니가 현재의 질병으로 얻은 깊

은 좌절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환자의 몸과 

마음의 고통, 그에게 결부된 삶을 아울러 복지를 증진시

키기 위한 돌봄을 추구한다. 

셋째,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은 보건교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감

과 자율성과 통찰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선함을 지닌 보

건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4.4 개인적 이미지 유형

개인적 이미지 유형은 봉사정신, 종교적 소명감, 호기

type meaning the novel

traditional
image type

angel in white, Patient First, attentiveness, 
dedicated, comfort, cleanliness , doctor's 
assistant, 

technical and functional roles

Lee Kwang-soo 『Love』, Park Beom-shin 『rain falling at night』, Kim Eui-jung 
『Doctor Han』, Jeong Do-sang 「The Blue Room」, Jo Jung-rae 『Han River』, 
Gong Ji-young's 「Field of Stars」, Seo Seong-ran's 「Winter Hand」, Baek 

Min-seok 「Poor Little Hans」

social
image type

counselor, motherly role, 
Independent patient care,
health educator,

representing one aspect of society

Kang Kyung-ae 「Dark」, Choi Jeong-hee 「Cheonmaek」, Choi In-hoon 『The 
Square』, Lee Je-ha 「The Traveler Does Not Rest on the Road」, Won Jae-gil 

「Flower Wind」, Kim Kyung-wook 「Heaven’s Gate」

professional
image type

emphasis on human meaning, 
Skilled Expertise and Skills,
problem solving insight,

pride in the job,
worthwhile and rewarding,
creativity, responsibility, autonomy,
researcher, advisor

Lee Cheong-jun 「Mr. Jo Man-deuk」, 「Discharge」, Kim Yeon-soo 「The Night 

in the Tunnel Where I Listened to Jusaeng Tudipini」, 
Jeong Se-lang 『Public health teacher Ahn Eun-young』

Personal
image type

spirit of service, 
religious vocation, 
curiosity, egoistic mind, unkind, 

Human Representation in Literature

Choi In-ho 「Apprentice Patient」, Kim Jeong-han 「The Third Ward」, Eun 
Hee-kyung 『Minor League』, Hoon Kim 「Hwajang」, Ha Seong-ran  「The Joy 

of Eating」, Kim Ji-yeon  「Hippocrates Love Song」, Kim Jin-myung 「Heaven 
and Earth」, Park Kyung-ri  「Era of Distrust」, Yoo Sun-ha 「Golden Sunshine」, 
Jeong Mi-kyung 「The Lady of Arsenal」

Table 3. Novel corresponding to nurse im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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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기심, 불친절, 문학작품 안에서의 인간재현 이미지

를 말한다. 첫째, 최인호 「견습환자」에 등장하는 간호사

들이다. 그들은 사무적이고 뻣뻣하며 무표정하고 소독약

을 살포하는 방역원 같은 모습으로 병실을 드나든다. 둘

째, 김훈 「화장」에 등장하는 간호사이다. 뇌수술을 진행

하기 위해 수술 전 머리카락을 면도하는 간호사는 일상

적인 일을 처리하듯이 무심하다. 전립선염으로 배뇨활동

에 문제가 생겨 찾아간 비뇨기과 간호사는 환자에게 수

치감을 느끼게 불친절하다. 셋째, 하성란의 『식사의 즐거

움』에 등장하는 산부인과 간호사다. 그는 신생아를 바꾸

어 운명적인 가족관계를 헤집어 놓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넷째, 김지연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박경리「불신시대」, 유순하「금빛 햇

살」에 등장하는 간호사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간호사

는 무성의하고 불친절하고 봉사정신도 부족하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도 없는 

모습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단편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간호사 이미지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 주체들의 

단평(短評)들이 집합적으로 묶여져 간호사의 정체성을 밝

히는 중요한 단평(端平)이 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간호사의 위상을 살펴

봄으로써, 간호사의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의미를 분석하

였다. 

첫 번째,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간호사 이미지는 

4가지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미지 유형, 사회적 이미지 

유형, 전문적 이미지 유형, 개인적 이미지 유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유형화한 4가지 간호사 이미

지를 선행연구들과 비추어 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이미지 유형은 염[16]과 김[5]의 TV드라

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TV드라마에 비

친 간호사는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역할로 묘사되어 

있다. 간호사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이 높고 타인

에게 봉사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묘사

된 부분은 유사하다. 차이점은 TV드라마에 등장하는 간

호사는 주연은 없고 조연 또는 거의 보조인물로 그려졌

지만 소설에 나타난 간호사는 이광수의 『사랑』, 김의정 

「닥터 한」, 정도상 �푸른방�, 조정래 �한강�, 공지영 �별

들의 들판�, 서성란「겨울 손」,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

스」에서 주인공 또는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간호사 

역할도 전통적 이미지 중에서 의사의 보조적 역할이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존

중하며 헌신적이고 편안한 이미지의 간호사를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이미지 유형은 김[5]의 의학드라마에 나

타난 이미지와 역할 수행이 유사하다. 간호사의 성격특

성은 강인하고 능동적인 모습, 상냥하고 자애로운 모습

으로 어머니 같은 역할의 묘사는 유사하다. 또한 간호사

의 활동내용은 치료를 보조하는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

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임상추론을 적용하여 역할을 수

행하는 장면은 묘사되지 않았다. 이는 대중이 의사는 전

문직업인으로 인식하면서 간호사는 독자적인 전문분야의 

직업임을 인식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묘사로 유사한 

부분이다. 사회적 이미지 유형의 차이점은, 대중매체에

서는 간호사가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직으로 활동하

는 모습보다는 다소 정적이고 수동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16]. 하지만 소설에 나

타난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김경욱의 「천국의 문」남

자간호사는 주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논과 자신의 신념

을 전하고,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의 최 간호사도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유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또한 최정

희의 「천맥」에서는 과거 간호사일 때 억압받던 기억을 

하며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

회의 한 단면을 제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셋째, 전문적 이미지 유형은 소설에서만 보이는 독특

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TV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역할

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간호사가 보조인물로 

그려졌다[16]. 의학드라마에서 주연은 의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주연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무하고 조

연 또는 일회성의 주변인물이었다[5]. 소설에 나타난 간

호사의 역할은, 이청준의 「조만득 씨」에 등장한 간호사

는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는 치료라는 차원과 돌봄이라는 

차원으로 그 영역이 구별했다. 의학이 질병치료에 중점

을 두고 인간을 생물학적 유기체로 간주함으로써 환자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일반적 치료원리를 응용,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간호학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독자적 특성

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돌봄을 실행하는 실천적 학문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수의 「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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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밤」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간호의 영역을 임상현장

에서 일상적 삶과 사회적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시키고 

있다. 의학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의학

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간호가 시작됨을 보여주었

다. 질병만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다뤄야 한다는 지점

에서 간호라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어 나타났다. 정

세랑의 『보건교사 안은영』은 판타지 소설이지만 특별한 

능력과 꾸준한 선함을 소유한 돌봄의 간호상을 보여준

다. 학교 현장에서 질병과 고통과 싸우는 백의의 전사임

을 확인시켜준다. 이 유형의 소설은 간호사를 통해 인간

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

질적인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대중매체와는 차이점

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적 이미지 유형은 문[6]의 텔레비전 드라마

의 간호사 이미지와 지성애[7], Kalisch & Kalisch[2]의 

소설 속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와 유사하다. 역할비중은 

대부분 기타인물로 묘사되었고, 업무태도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불친절하고 기계적이며 대체로 미숙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활동내용도 전문적인 업무보다 기술적인 영

역으로 한정되거나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표현

되어 있으며 환자와의 교육적인 관계나 정서적 지지자로

서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 간혹 환자나 보호자

와의 역동적인 관계가 묘사되더라도 비전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장면의 표현이 유사하다. 또한 간호사의 외

적특성은 보통의 신장에 불결한 의상, 보통 수준의 용모에 

무표정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천박스런 행동을 묘사

하는 것이 유사하다. 개인적 이미지 유형의 차이점은 소설

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단편적일지라도 문학작품 

안에서의 역할은 소설의 주제를 향한 인간재현이라는 것

이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과 욕망, 사건

에 관한 작품 내외의 정보와 문화적 맥락, 작품 고유의 분

위기와 논리, 인물의 의미기능, 독자 자신의 경험과 정서

적 취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8]. 때문에 다른 대중

매체보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각인이 깊게 남을 수 있

다. 개인적 이미지 유형은 상투적이고 피상적이며 부정적

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간호사의 활동내용이 드라마나 

소설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간호사와 상호작용하

고 경험한 간호사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무현장의 

간호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 스스로 전문

적인 업무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두 번째,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미지의 변

화는 4가지 유형이 각 시대마다 혼재되어 나타났지만 

1930-80년대 소설에서는 주로 모성적, 사회적 이미지 

유형이 1990-2010년대 소설에서는 개인적, 전문적 이

미지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는 당위적

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적 이미지 유형보다는 개연적이

라 볼 수 있는 전통적,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 유형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드러나는 간호사

의 모습은 실제 의료현장의 모습을 왜곡 없이 얼마나 현

실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소설에서 형상화

하는 간호사의 모습은 개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당위적

인 모습에 대해서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간호사와 간호사 자신들이 기

대하는 이상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차이가 있었다[17]. 전

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대중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 자신들은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간호

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간호사의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간호사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간호사 이미지들 중에 

버려야 할 모습과 앞으로 노력하며 달라지고 취해야 할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한국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간호

사의 이미지는 선행연구[7, 15]보다는 확대되었지만, 현

실의 다양한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

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선행연구보다 개

선된 부분은 대상이 되는 소설 연구 분량의 증가하였다. 

1927년에서 2016년의 작품까지 29개의 소설을 통해 

70여 년간의 한국 현대소설에 반영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간호사의 업

무태도 및 활동내용에 국한되었던 연구에서 업무태도와 

활동내용뿐만 아니라 성격특성과 소설 속에 나타나는 간

호사의 역할의 의미까지 분석하면서, 간호사의 이미지뿐

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 현대소설에서 간호사의 인물 유

형을 탐구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서 소외 되었던 여성

의 삶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일이다. 본고에서 

다룬 작가의 작품 이외에도 간호사를 주조로 하는 작품

들이 있다. 그러한 작품을 포섭해 좀 더 체계적이고 확장

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다음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비춰질 수 있도

록 하며, 더 나아가 간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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