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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임상실습 간호 학생의 문 간호사의 이미지에 한 주 성 유형을 악하고자 Q

방법론을 용하 다.연구 상자는 간호 학생 43명을 상으로 문 간호사 유형에 한 34개의 진술문

을추출하 다.진술문은자신의의견에따라+4 (가장 정하는진술문)에서부터0(립)-4(가장부정하

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 척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 다.자료 분석은 PCQUANLprogram을 이용

하 으며,분석결과 eignvalue1.0이상을 가진 값을가지고 3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변량은 53.94%(각각

41.63%,7.41% and4.9%)이었다. 문 간호사에 한 임상실습 간호 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각기독특한 특성을가진 3개의 유형이나타났다.제1유형은‘나이 게일 사상 시형’,제2유형은‘환

자 시형’,제3유형은 ‘자기개발 시형’으로나타났다.12명의학생이제1유형인‘나이 게일사상 시형’,

11명의학생이제2유형인‘환자 시형’,2명의학생이제3유형인‘자기개발 시형’에속해 있었다.본연구

결과 문 간호사에 한 간호 학생들의 주 인 구조에 차이 이 발견되었다.이 연구 결과는 효과 인

간호 교육과 임상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간호대학생 전문 간호사 Q방법론

Abstract

Thisstudydesignedtonursingstudent'simageofprofessionalnursebeforeclinicalpractice

usingQ-methodology.UsingQ-methodology,43nursingstudentsorted34statementsselected

professionalnursetype.Thestatementpositionsonthesortingcontinuum werescoredfrom

+4(representing thehighestlevelofagreement)through 0(attheneutralposition on the

continuum)through-4(representingthehighestlevelofdisagreement).Factoranalysisofthe

datawasundertakenusingPCQUANLsoftwaretodetermineifanypatternswerediscernible.

Thethreefactorsextractedeigenvaluesgreaterthan1.0andexplainedapproximately53.94% of

thevariationinresponses(41.63,7.41and4.9% respectively).Thecategorieswerelabeled

'Nightingale'snursingphilosophytype','Considerationofpatienttype'and'Self-development

type'.Twenty-twostudentswholocatedtofactor1"Nightingale'snursingphilosophytype".

Elevenstudentswholocatedtofactor2"Considerationofpatienttype".Threestudentssho

locatedtothefactor3"Self-developmenttype".Thesignificantdifferencesfoundin the

subjectivestructureofnursingstudent'simageofprofessionalnurse.Thestudyresultscanbe

utilizedinbothaneffectivenursingeducationandclinicalpractice.

■ keyword : Nursing Student Professional Nurse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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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

학의발달과수많은정보 안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이와 함께 간호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여 문

역으로발달했으며,간호사의 역 한확 되고

문화되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간호 문인

으로써 상자의 질병치료, 방 등 환자의 요구를 해

결하도록돕고인간의발달과업과단계를안고그에따

른 문 인 간호를 해야 한다. 문 인 간호는

들로부터 간호에 한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 간호의 문직 발 에 매우 요한 부분이 된다

[1].직업마다 그 시 를 이념과 사회의 흐름을 반 하

는 합한이미지가존재하는데, 문간호사란 문직

으로서의간호에 한이해,신념,사고,인식의통합개

념으로 들과 간호사에게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일반 으로 직업에 한 이미지는 그 직업의 문성

과 방향 발 에 요한 향을 다는 것을 근거로,

이미지에 한연구는간호 문직의발 에있어서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잘못된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수요를 억제하게 되고 간호사 측면으로는 스스로

가 자발 이고 문가다운 간호창출의 해요인이 되

어간호 문직의발 에심각한장애를 래하고나아

가서는의료서비스의질향상에도지장을가져올수있

다[2].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직업 은

인간호 실천의 핵심으로,이는 간호에 한 가치 과

직결되며,간호사가 지닌 간호 에 따라 실제 간호가

이루어지고실제간호에의해 체간호사이미지가형

성된다는것이일반 인견해이다[3].그러므로바람직

한 문간호사이미지의정립이 문 인간호역할을

수행하는데많은 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다.하지만지 까지의연구는간호사를 상으로조사

한연구는많았지만,미래의간호사가될간호 학생을

상으로 Q방법론을 용한 논문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문 간

호사이미지에 한간호 학생의심리 주 성유형

을구조화하고,유형별특성을 악하는데연구의목

을두고있다.간호사이미지는간호의본질을가장잘

반 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간호사들의 잠재능력 개발

은물론이고간호에 한정책결정,학생들의진로결정,

들의간호서비스에 한인식,간호사의자아이미

지,직무만족등에많은 향을미친다[4].뿐만아니라

바람직한 문간호사에 한이미지는간호에 한

지,소명감 업무수행에도 형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간호업무의 최종결과산물인 제공된 간호에 한 환자

만족도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을 상으로

문 간호사의 이미지를확인함은 간호발 에많은 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들이 인식하는 문 간호사의

이미지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한정확한 악이필

요하다.그러므로 임상실습 간호 학생들이 인식하

는 문간호사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과임

상실습의 발 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임상 장에서의

문간호사의역할확 체계화의바람직한방향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행 자의 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 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

인 Q방법론을 용하여,임상실습 간호 학생의

문 간호사이미지의 구조와 그특성은무엇인지를 분석

하여유형화하고,유형별특성을근거로간호교육과임

상교육의 필요한 기 자료를구축함으로써 문 간호

사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Q방법론을 용하여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인식하는 문 간호사 이미지의 유형에

한 주 성을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 을확

인하여,효율 인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리를 도모

하고자 시도되었다.

1.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인식하는 문 간호사

에 한 주 성을 유형화한다.

2.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인식하는 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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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미지 

국립국어원 국어 사 (2012)에서는 이미지(image)

란어떤사람이나사물로부터받은느낌,‘심상(心象)’이

라고나타냈으며,심리학 측면에서는인간이어떤

상에 하여 갖는 기존 개념의 상이고 이는 지각

요소와감정 요소가결합되어나타나는것이다. 의

정의에따르면이미지란객 이라기보다는주 인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이미지는 추상 인 개념으

로서항상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경험이나정보에

의해부단히생성되고변화하며사람에따라다르게형

성될수있는속성을지니고있다고한다[5].다시말해,

이미지는 직,간 경험이나 신문,텔 비 ,인터넷

언론등과같은 미디어매체를통해특정 상에

해 추론 으로 형성된 인지과정으로 볼 수 있다[6].

그러므로 이미지는 주 이며 어떤 상에 한 평

가로서,개인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에 한 생각,

경험에 의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상에 한 개인의

주 인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Kotler&Clark[7]는 이미지(image)를 “개인이 어떤

상에 해서갖는신념 념 인상의종합”으로정

의하면서 이는 감각 경험이 뇌에 새겨진 표상,특히

연상을 통해느껴진감각 인상을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미지는 주 지식이며 어떤 상에 한 평

가로서,개개인나름 로의사고,취향에따라편집되어

만들어진 상에 한 생각의 덩어리,특유의 감정,고

유의 느낌,지극히 주 인 개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

하는 상이 되는 사물의 모습이라고 정의하 다[1].

그러므로 이미지는 개인이 어떠한 상에 하여 인

식하는주 인생각이며,이러한인식에는자신의의

지,생각,느낌,상상등의종합 인요소를포함하고있

어그이미지에 한태도를취하게될것이다.즉,인

간은자신과주변세계를 조정하기 해 주 인가치

와 지식을 사용하며,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을 형성하

여자신에게 향을주는상황과자극을단순화하고

요하다고 보이는 의미만을 추출하는경향이있기 때문

에 ‘진실인 것’에 해 반응한다기보다 자신이 ‘진실이

라고 믿는 것’에 해 반응하는 것이다[8][9].

2. 간호사 이미지 

Kotler&Clark[7]는 이미지를 한 상에 하여 사

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생각,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

를 형성하는 한 요소라고 하 다.이미지는 주 지

식이자어떤 상에 한평가로서,개개인나름 로의

사고,취향에 따라 편집되어 만들어진 상에 한 생

각,특유한 감정,고유의 느낌으로 개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상의주 모습이라고정의하 다[1].간

호학자인Kalisch&Kalisch[8]는간호이미지를“사람

들이간호나간호사에 해서갖는생각,느낌의합”이

라고정의하 다. 한간호이미지는“간호에 한신

념, 념 인상의총합으로서개인의생각속에존재

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이다”라고 하 다[1].사람

들이느끼는간호사이미지는크게깨끗하고단정하다,

백의의 천사로 불릴 만하다,헌신 이다 등의 통

이미지 역,사회 지 가 높은 편이다,건강 교육자

이다,등 사회 이미지 역,간호사는 숙련된 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등의

문 이미지 역,간호사는 친 하다,이기 이다,

등의개인 이미지 역으로나뉘어지며,이러한이미

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친 성,신뢰성 등의 주 요

인,복장,근무처와근무환경등의제도 요인,TV드

라마에서표 된간호사,소설에서표 된간호사등의

매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2].

최근 간호사 이미지에 한 문헌을 고찰해 보면,

Slusarskaetal[9]은간호 문직에 한어린이의인식

에서어린이들이간호사에 해그린그림을분석해보

았을 때,일반 인 간호사의 업무;투약(IV,IM),진단

검사,상처간호,자가간호에한정된것을볼수있다고

하 다.Brodieetal[10]의 간호에 한 인식:확립,변

화와간호학생의경험에서는간호학생들은학습후많

은 문 지식,기술,책임감의 필요성을 새로이 인식

하게 되었으나 사회 지 가 낮다,과도업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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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사회 인이미지는여 히가지고있다고하 다.

한첫 임상실습이간호학생이 지각하는간호사의 이

미지에미치는 향에서실습후간호사이미지 수가

증가하 으며, 한 공만족도가낮거나입원경험이

없는간호학생의 간호사에 한 부정 인이미지가

정 으로 변화하 다고 하 다[11].

3. 전문 직업성 

문성이란 특정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형성

한 문 지식과기술을말하며 문가란특별한 문

직에종사하는사람이다.그리고이들은자격이나면허

를 부여받고 상자에게 서비스를제공하기 해지식

기술을 사용하고 문직가치와윤리강령을 고수하

는 상을 말한다[12].

문직업성은 문직업 정체성, 문직정체성,

문직태도, 문직인지, 문직, 문직성, 문직화

문직 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다[13].이와같

이 문직이란 문직의 속성을 총 하는의미를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객 차원

의 문성이아닌미래의당사자가지각하는주 차

원의 문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Q방법론은 William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것으

로인간의주 역인태도,신념,가치등을객

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다[14].그러므로 문 간호사

이미지 유형에 한 연구는 Q방법론으로 근하는 게

가능하다.그이유는Q방법론이 상자 개개인이 지닌

주 성 구조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에 한 이해와 설

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

간호사 이미지의 유형을 악하기 하여 Q방법론

근을 시도 하 다.

1. 표집방법

1.1 Q 모집단의 구성

Q모집단은임상실습 간호학과1,2학년학생이주

으로 인지하는 문 간호사 이미지에 한 진술문

으로 구성하 으며,이러한 Q모집단의 추출은 문헌고

찰과간호학과학생들과의3차례의그룹토의를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간호

학과1학년학생24명을 상으로4개조로나뉘어그룹

토의를하 다.선행연구와문헌그리고그룹토의를통

해 문간호사이미지와 련된진술문을추출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 자료는 모두 문항별로

진술문이 복되지않도록정리하 으며,여러번검토

를통해 문간호사이미지라고생각되는진술문이모

두 68개 추출되어 Q표본 선정을 한 Q모집단을 완성

하 다.

1.2 Q 표본의 구성

본연구는Q모집단은 문간호사이미지에 한느

낌,의견,가치 이 포함되어 있는 응답자의 의견을 표

할 수 있는 자아 참조 인 것으로 구성하 다. 문

간호사 이미지에 한 Q모집단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

문을 범주화하 다.이 과정을 통해 표성이 가장 크

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최종 으로 34개의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 다.여기에서 선정된 각

34개의진술문은 체 으로모든의견을포함하고,

정, 립,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 다.

1.3 P 표본의 선정

Q방법론은개인간의차이가아니라개인내의 요

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와 선정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15]. 한 Q연구의 목 은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샘 의 선정도 확률 표집방법을 따

르지 않는다[16].

본연구는D 역시에소재하고있는P 학교에재학

인 임상실습 간호 학생을 인구학 으로 비교

고르게1학년24명,2학년19명총43명을표본으로선

정하 다.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에 해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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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공한후연구참여에 한동의를얻었다.연구참

여가자발 이며 상자가원하지않을 경우 언제라도

동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설문지와 동의서는

분리철하여연구 상자의익명성이 보장되도록하

다.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 으로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하 다.

1.4 Q 분류과정과 방법

P표본인 응답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

고동의를구한후,34개의진술문즉Q표본이인쇄된

카드를나눠 후내용을읽게한후의문이있거나이

해가되지 않는 문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Q

분류의 차는 Q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힌카드를응답자가읽은후가장 정(동의함)하는것

(+), 립(0),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하는 것(-)으로

분류한 다음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해 Q방법론

의원리에따라9 척도상에강제분포하도록하 다.

이때양끝에놓여진각각의진술문에 한이유도받

아 두었다[그림 1].

점
수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3 4     5     6   5     4     3     2

<가장 비동의> <중립> <가장 동의>

그림1. Q 소팅 분포도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43명의 P표본의 34개 진술문에 한 Q분류를 통해

구한 자료는 가장 정하지 않는 것에 1 을 부여하여

립은 5 ,가장 정하는 것은 9 으로 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하 다.Q분류는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 고,가장 이상 인 결정

을 해Eigenvalue1.0이상을기 으로 단된유형을

선택하 으며, 합한문항을선정하기 해Z-score를

사용하 다.

Ⅳ. 결과해석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인식하는 문간호사이

미지에 한주 성을Q요인분석결과,3개의유형으로

분석되었다.각각의유형은 상자가 문간호사이미

지에 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의견이나 생각을 가진사람들끼리 묶기 때문에

각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1. Q 유형의 형성

체 연구 상자 43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

은22명,제2유형은11명,제3유형은10명으로분류되

어 나타났다.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 치가 높은 사람

일수록그속한유형의 형 인혹은이상 인사람으

로서 그 유형을 표한다.인자가 치가 1.0이상인 사

람이 제1유형은 14명,제3유형은 3명인 반면 제 2유형

은 없었다[표 1].

각 유형별 인자가 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3개 유

형은 Q표본을 분석하여요인 분석을 한결과 체 변

량은 53.94%를 설명하고 있으며,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1.63%,제 2유형이 7.41%,제 3유형이

4.9% 다[표 2].

한 각 유형 간의 상 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보여주는것으로[표3]과같다.분석결과제1

유형과 제 3유형의 상 계 계수가 .619로 나타나 타

유형에 비해 조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2. 전문 간호사 이미지의 유형별 특성

각 유형에서 가장 정 는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선택한 진술문 유형별 표 수(Z-score)가 ±1.00

이상인항목을 심으로유형별특성을기술하 고,유

형별 상자의특성을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2.1 제1유형: 나이팅게일 사상 중시형

제1유형은 체 상자43명 22명으로분류되었으

며, 체 변량의 41.63%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해 볼때,이유형의특성은 문 간호사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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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 가중치

유
형

개념
연구
상자
(번호)

인자
가 치

학년 성별
입학
동기

입학 후 좋은
입학 후
힘든

간호사에 한 이미지

1
(N=22)

19
9
16
15
8
2
33
6
17
4
20
41
39
23
5
29
12
37
21
28
26
13

7.1804
3.8313
2.3327
1.9867
1.8637
1.7845
1.7113
1.4462
1.4066
1.1616
1.0909
1.0798
1.0657
1.0079
 .9326
 .8892
 .8869
 .8212
 .7677
 .6531
 .5657
 .3904

2
2
2
2
2
2
1
2
2
2
2
1
1
1
2
1
2
1
1
1
1
2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여

본인의지
주변권유
본인의지
본인의지
주변권유
주변권유
취업보장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취업보장
본인의지
본인의지
주변권유
취업보장
주변권유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취업보장

자아실현
진로방향 결정

자아실현
진로방향 결정

주변의 관심과 부러움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 습득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습득
전문지식습득
진로방향 결정

자아실현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습득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습득
전문지식습득

대인관계
적성

학업, 스펙
학업
학업

대인관계
스펙관리
학업

스펙관리
학업

스펙관리
학업
없음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스펙관리
스펙관리
학업
학업

봉사, 헌신
힘듦
봉사, 힘듦
전문직, 취업보장
의료인
전문직, 바쁨, 백의의 천사
백의의 천사, 희생
바쁨
없음
친절, 똑똑, 웃음
봉사, 전문직
친절, 백의의 천사
힘듦, 명품백, 나이트
백의의 천사, 인내심, 냉철함
전문직
친절,  천사
봉사
봉사, 친절
밝은 미소, 친절
청결, 조신, 여성, 바쁨
친절, 봉사
나이팅게일, 3D, 고수입

2
(N=11)

43
30
36
18
40
38
42
31
35
32
11

 .9687
 .9179
 .9157
 .8667
 .7994
 .7536
 .7471
 .7132
 .6984
 .6787
 .5741

1
1
1
2
1
1
1
1
1
1
2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취업보장
본인의지
취업보장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주변권유
주변권유
본인의지
본인의지
주변권유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주변의 관심과 부러움
자아실현

전문지식습득
전문지식습득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습득
진로방향 결정

스펙관리
학업
적성
학업

스펙관리
대인관계
스펙관리
기타
학업
학업
학업

백의의 천사, 감정노동자
친절, 예쁨, 깨끗, 착함
따뜻함, 자애
깨끗, 친절
믿음
친절, 보살핌, 깨끗
천사
깨끗함, 단아함
희생, 깨끗, 친절
나이팅게일
3교대, 친절

3
(N=10)

25
1
22
27
10
7
3
34
14
24

1.7363
1.2338
1.1865
 .8890
 .7875
 .7591
 .7472
 .6806
 .6791
 .9721

1
2
1
1
2
2
2
1
2
1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여
여

본인의지주변
권유

주변권유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본인의지

전문지식습득
전문지식습득

주변의 관심과 부러움
진로방향 결정

자아실현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진로방향 결정
전문지식습득

스펙관리
학업
학업

스펙관리
스펙관리
스펙관리
학업

남자선입견
학업

대인관계

천사, 3D
제2의 보호자
백의의 천사
깔끔, 상냥, 냉철
친절, 까칠
깔끔
백의의 천사, 봉사, 신경질
백의의 천사, 전문직
희생, 봉사
전문직 여성, 흰색

게일의 사상처럼 사랑으로 환자에게 책임감을 가지

고독자 인간호를하며,청결과 생 념이철 하고

환자의비 을보장할수있어야된다는것으로나타났

다.하지만환자에게냉철하고무표정하며차가운언행

으로 단력을유지하는모습이다.착한마음을가지고

있어 환자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제1유형의인자가 치가높은구성원을 심으로

면 찰한내용을구체 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유형 1을 표하는 19번 상자(인자가 치 7.1804)

는 나이가 만 20세이며,간호학과 2학년,종교는 무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본인 의지에 의해입학했으

며,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헌신’이라고

하 다.

이 상자의주 진술을살펴보면“간호는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무엇보다 책임감이 요하며,

작은 실수 하나로도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에 청결과

생이 요하다.”고했고“간호사는일의피로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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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 환자들에게 항상 친 하려고 노력해야하므로

냉철하거나무표정한차가운언행은좋지않으며,유머

감각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필수조건이라고생각하

지 않는다.”고 했다.

표 2.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 값 
(Eigen value)

17.9020 3.1859 2.1075

변량 
(Variance)

 .4163  .0741  .0490

누적변량 
(Cumulative 
Variance)

 .4163  .4904  .5394

표 3.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0

유형 2  .535 1.000

유형 3  .619  .601 1.000

표 4.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Q진술문
표
수

2
1

4
17
16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
술을 갖추어야 한다.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결과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한다.
환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비 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01
  1.65

  1.17
  1.09
  1.01

28

32
33
30

29

22

환자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잇도록 자기 관리
를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
업무 외 사소한 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가 좋아야한다.
환자의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유머감각을 가져야 
한다.
착한 마음을 송하고 있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냉철하고 무표정하며 차가운 언행으로 판단력을 유
지해야 한다.

-1.13

-1.31
-1.34
-1.50

-1.98

-2.17

9번 상자(인자가 치 3.8313)는 만 20세로,간호학

과 2학년이며,종교는 무교,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주변의권유이며,간호사하면떠오르는이미지는‘힘든

직업’이라고 하 다.이 상자는 “ 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필수 이며,이것이 없으면

간호를할수없고,간호사는모든일에책임감을갖고

환자를 해야환자가간호사를믿고맡길수있다.”고

생각했으나,“간호사가 무차가운이미지면환자들이

편안하게생각하지않고,환자의요구를모두들어주기

보다는스스로 단을하여요구를들어주는것이 명

하다.”고 했다.

제1유형을 표하는 상자의 특성은 간호학과 2학

년이 59.1%,1학년이 40.9%로 2학년이 많았으며,간호

학과 입학 동기는 본인 의지가 59.09%,주변 권유가

22.72%,취업 보장이 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

간호사에 한 이미지로 나이 게일 사상에서 나타난

사,헌신,백의의천사,친 의 답이63.63%로나타

났다.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제 1유형의 상자

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비 이

높게구성되어있어,나이 게일의사상을이해하고있

었으며본인의의지에의해간호학과에입학하여,희생

과 사정신그리고친 이 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

로나타났다.이러한 에서제1유형을“나이 게일사

상 시형”으로 명명하 다.

2.2 제2유형: 환자 중시형

제2유형은 11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체변량의 7.41%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유형의특성은모두여학생으로구성되었으며,

문간호사란양심과윤리의식이강하며사랑으로환자

를 하고 상자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알아야

한다고나타났고,업무외사소한일까지할수있는능

력이나고소득으로 안정 인직업이보장되는 것은

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제2유형을 표하는 43번 상자(인자가 치 .9687)

는 나이는 만 20세이며,간호학과 1학년,종교는 무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취업 보장에 의해입학했으

며,간호사하면떠오르는이미지를‘백의의천사,감정

노동자’라고 하 다.

이 상자의주 진술을살펴보면“ 문간호사는

직업에 한 책임감이 높으므로, 극 이며 열정 이

며,병원은 생명을 다루고 있지만 많은 험과 사회

악행이이루어질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양심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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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간호사의

무표정과 차가운 언행은 환자로부터 불안감과 자존감

상실을일으킬수있으므로불필요하며,간호사의유머

감각은 신뢰와 정신 의존이 많이떨어지므로 필요하

지 않다”라고 하 다.

30번 상자(인자가 치.9179)는나이는만18세,간

호학과 1학년,종교는 무교,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본인 의지에 의해 입학했으며,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친 하고 쁘다,깨끗하고착하다’라고하 다.

이 상자의주 진술을살펴보면“문간호사는

문 인지식이나기술을갖고있지않으면간호를할

수 없으며,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환자를 남으로 생각

하고 애정이 없어진다.”라고 하 다.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의 상자는

부분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본

인의지에의해간호학과에입학한경우가55% 으며,

다른유형에비해친 이 요하다고생각하여환자입

장에 양심과 윤리를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러한 에서 제 2유형을 “환자 시형”으로 명명하 다.

표 5.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Q진술문
표
수

1

4
34

18
8
31
2

독자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
을 갖추어야 한다.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양심과 윤리 의식이 강해야 한다.
대상자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표정관리를 할 줄 알고 바른 언행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1.52

  1.52
  1.48

  1.33
  1.16
  1.08
  1.08

6

29

30

32
12
22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소신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
다.
착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유머감각을 가져야 한
다.
업무 외 사소한 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소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냉철하고 무표정하며 차가운 언행으로 판단력을 유지
해야 한다.

-1.14

-1.34

-1.42

-1.76
-1.94
-2.16

2.3 제3유형: 자기 개발 중시형

제3유형은10명으로분류되었으며, 체변량의4.9%

를 차지하고 있다.

제3유형의 특성은 문 간호사란 환자에게 좀 더 질

좋은간호를제공하기 해자기개발을지속 으로할

알아야하며,독자 인간호를할수있는 문지식

과숙련된기술을갖추어야한다고했으나,업무외사

소한일까지하거나,환자의상황을 환할수있는유

머감각이나,착한마음을소유하여환자가요구하는바

를 모두 들어 주는 것은 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6].

유형 3을 표하는 25번 상자(인자가 치 1.7363)

는 나이는 만 18세이며,간호학과 1학년,종교는 무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본인의지에 의해 입학했으

며,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천사,3D직종’이

라고 하 다.

이 상자의주 진술을살펴보면“간호사는생명

을 돌보는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

용할 수 없으므로 자기개발에 힘써야 하며,간호사는

쉴틈없이뛰어다녀야모든환자를간호할수없으며

순발력과 처능력이 없다면 무능력하다.”고 했으나,

“간호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다면 질

좋은 간호를 해 수 없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소유하

여요구하는바를모두들어 필요가없다.”고하 다.

1번 상자(인자가 치 1.2338)는 나이는 만 19세이

며,간호학과 2학년,종교는 무교,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입학했으며,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 2의 보호자’라고 하 다.

이 상자의주 진술을살펴보면“간호사는최상

의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지식과 숙련된 기술

을 갖추어야 하며,응 상황에서 히 처할 수 있

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하 으나,“간호사는 냉철하

고 무표정하며차가운언행으로 단력을 유지할 필요

는 없으며,환자가 요구하는 모든 바를 들어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 다.

와같은결과를종합해볼때제3유형의 상자는

1학년과 2학년 각각 50.0%씩 구성되어 있으며,본인의

지에 의해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가 80.0%이며,간호

학과에 입학한 후 가장 힘든 은 스펙 리(40.0%)로

나타나,다른 유형에 비해 문 간호사는 문지식과

숙련된기술을갖추기 해 끊임없이자기개발과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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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는것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에서 제3유형을 “자기 개발 시형”으로

명명하 다.

표 6.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Q진술문
표
수

33

34

1

7

환자에게 좀 더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
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자와 의료진 사이에 신뢰를 쌓고 협력할 줄 알아
야한다.

  1.90

  1.79

  1.71

  1.29

32
22

30

29

업무 외 사소한 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냉철하고 무표정하며 차가운 언행으로 판단력을 유
지해야 한다.
환자의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유머감각을 가져야 한
다.
착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1.51
-1.60

-1.65

-2.37

Ⅴ. 논의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미래의 문

직 간호사상을 정립하는 데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

으며[16], 문 간호사 이미지는 상자들이 추구하는

이미지임과 동시에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변화

할수있다.본연구는 문간호사이미지가임상실습

간호 학생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주 구조

의특성을확인하여이를근거로간호사이미지개선방

향을제시하고 간호교육의간호이미지의 요성을 인

식함으로 정 이미지 정립을 한 간호교육과효과

인 임상실습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본연구분석결과세개의유형이발견되었는데,나

이 게일사상에근거하여간호본질에충실하고자하는

나이 게일사상 시형,환자 심에서 상자의마음

과 상황을 공감해야 하는 환자 시형,독자 인 간호

를할수있는 문지식과숙련된기술을갖추어야하

는 자기 개발 시형으로 악되었다.이들 세 유형간

의공통 특징은 문간호사는간호를받는 상자에

게양질의간호를제공하기 해환자의입장에서최선

의간호를하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본연구에서나타난나이 게일사상 시형인제1유

형은 문 간호사란 나이 게일의 사상처럼 사랑으로

환자에게책임감을가지고독자 인간호를하며,청결

과 생 념이철 하고환자의비 을보장할수있어

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

루는일이므로무엇보다책임감이 요하며,작은실수

하나로도치명 일수있기때문에청결과 생이 요

하다고인식해나이 게일 사상을 그 로 인식하고있

어직업 소명의식이뚜렷하다는것을알수있다.한

편,착한마음을가지고있어환자가요구하는바를모

두들어주는것은 문간호사의이미지로인식하고있

지 않아 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정재숙[17]의

연구 결과에서 간호이미지는 직업 소명의식을 가진

문직이라는 정 인 측면과도 일치한다. 한 시

자[18],송인자[19],이복희등[20]의연구결과에서나타

난것처럼간호사직업이가치와간호사상을이해하고

간호본분을 요하게인식하고있는 이유사하 다.

제2유형은환자 시형으로이유형에속한 상자들

은 문 간호사란 양심과 윤리 의식이 강하며,사랑으

로 환자를 하고 상자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알아야한다고나타났고,업무외사소한일까지할수

있는 능력이나 고소득으로 안정 인 직업이 보장되는

것은 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와같은결과는간호학생을 상으로연구한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자아 존 감 자기 효능

감에 한연구에서나타난결과처럼[21],제2유형은

문 간호사란 사랑과 사,희생정신을 갖추고 환자의

입장에서간호를하며,책임감과성실성을갖추는것이

문 간호사라고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 다. 한 이

유형에서는 문간호사란다른사람을돕고 상자입

장에서생각하는보람있는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

나최정,하나선[22]의연구결과와도유사하다.그리고

정 인 태도,책임감 성실성을 바탕으로 간호에

한 자부심을가지고 문 간호사의바람직한 자아상

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김정은 외[23]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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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제3유형은 문간호사란환자에게좀더질좋은간

호를 제공하기 해 자기 개발을 지속 으로 할 알

아야하며,독자 인간호를할수있는 문지식과숙

련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으나,업무 외 사소한

일까지 하거나,환자의 상황을 환할 수 있는 유머감

각이나,착한 마음을 소유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주는 것은 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 결과는 최혜숙[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간호사가갖추어야할신속한문제해결능

력,업무의 능숙성,책임감과 성실성을 고루 갖춘 문

직간호 을가지고있어야한다는것과일치하고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임상 실습 간호 학생이 인식한 문 간호사 이

미지 유형에 한 주 성을 악하고자 2012년 5월부

터 6월까지 역시 소재 P 학에 재학생인 1,2학

년을 상으로Q연구를실시한결과세가지유형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도출한 임상실습 간호 학

생이지닌 문간호사이미지에 한유형분류의의미

는 각 개인에 따라 간호이미지에 한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그에따른 재 략도다르게제공되어야함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른 각 유형별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환자에게책임감을가지고독자 인간호

를 하며,청결과 생 념이 철 하고 환자의 비 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요하게 인식한 ‘나이 게일 사

상 시형’으로,간호학과 2학년이 59.1%로 많았으며,

간호학과입학동기는본인의지,주변권유,취업보장

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간호학과2학년학생으로구성되어있어,나이 게일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었으며본인의의지에의해 간호학

과에 입학하여,희생과 사 정신 그리고 친 이 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유형은양심과윤리의식이강하며사랑으로환자

를 하고 상자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알아야

한다고인식했던‘환자 시형’으로, 부분간호학과1

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본인 의지에 의해 간

호학과에입학한경우가과반수이상이었으며,다른유

형에비해친 이 요하다고생각하여환자입장에양

심과 윤리를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환자에게 좀 더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해자기개발을지속 으로할 알아야하며,독자

인 간호를 할 수 있는 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

추어야한다고인식한‘자기개발 시형’으로,이유형

의 상자는1학년과2학년각각50.0%씩구성되어있

으며,본인의지에의해간호학과에입학한경우가 부

분(80.0%)이며,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가장 힘든 은

스펙 리로 나타나,다른 유형에 비해 문간 호사는

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기 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스펙 리를 하는 것이 요하다고 인식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임상 실습 간호 학생이바람직한 문 간

호사 이미지를형성할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임상교육

의 체계 으로 변화,발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 간호사 이미지에 한 세 한 Q방법론의

질문항목과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분석의 다각화가 이

루어지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한주 인식에

한 탐색 연구와 기존 연구방법론을 연계하여 Q방법

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Q방법론을 통해서 발견

된 결과에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임상실습 간호 학생과임상실습후간호

학생그리고임상 장에 근무하는간호사를 상으

로 문 간호사 이미지에 한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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