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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병원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근래에 간호현장의 연령 및 세대다양성

이 증가하여 세대 차이와 세대 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동료관계의 어려

움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병원간호사의 세대 문제를 다룬 연구

가 거의 없어 본 연구는 포커스 집단 면접을 적용하여 병원간호사의 세

대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

원 3곳을 포함한 5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령대의 일반간호

사 39명이었다.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와 남자간호사, 수간호사 등 간호

관리자는 참여자의 동질성확보를 위해 제외하였다. 포커스 집단은 참여

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연령대별로 2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총 8개의 집단이었다. 각 포커스

집단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같은 연령대의 3-7인으로 구성되었다. 연

구 질문은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은 어떠한가?’였으며, 수집된 자

료는 Braun과 Clark(2006)이 제시한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주제와 2개의 주제, 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핵심주

제는 ‘간호업무성격의 변화와 간호조직의 약화를 느낌’이며, 주제는 ‘간호

업무 양상이 다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함’이었다. 하위주제는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속도가 다름’, ‘업무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이

다름’, ‘의사의 영향력이 더 강화됨’, ‘간호사의 동료관계와 협력이 약함’,

‘조직의 중심이 아래세대로 이동함’, ‘장기경력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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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6개로 도출되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병원경영전략의 변화, 전자의무기록체제의

도입,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정착 등 간호환경의 변화는 간호부의 정책

과 간호업무 및 간호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는 일련의 변

화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자율성과 간호전문직집단 정체성이 강화되기보

다는 전반적으로는 간호조직이 약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연령대의 일반간호사의 세대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은 간호현장에 대한 진단과

문제해결의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병원간호사의 세

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사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종합병원의 간호업무방법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모형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병

원간호사의 인구구성의 추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사, 세대, 다양성, 포커스 집단, 질적 주제 분석

학 번 : 201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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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지난 30여 년간 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

어졌다. 전 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발전해왔으며, 국민의 건강요구가

증가하고, 소비자권리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대형기업병원이 설립되면서

병상수의 확대와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서 병원들은 경영효율화와 업무 전산화, 서비스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러

한 환경과 병원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위

해 간호조직사회도 전자간호기록 도입 및 간호전달체계 변화 등 업무방

법을 전환하면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강현아, 2002;

성영희, 권인각, & 김미경, 2006). 이런 과정 속에서 병원간호사의 업무

와 노동 강도는 강화되었다. 그 결과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와 숙련된 간

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높은 이직율과 함께

근래에 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왕따, 무레함 등 간호사의 동료관계 문제

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Yun, Kang, Lee, & Yi, 2014:이윤주 & 이미형,

2014; 김세영, 박광옥, & 김종경, 2013; 김정화 & 이정섭, 2013; 이은희,

조경숙, 손행미, 이여진, & 유정숙, 2013), 이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간호조직사회의 적응이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 5년 이하의 간호사가 전체 병

원 간호사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장기 경력간호사

도 전체 간호사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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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의 비율이 전체 간호사의 40% 내외

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5). 이러한 통계는 신

규 간호 인력의 비중은 높으면서도 전체 간호사의 경력의 폭은 넓게 분

포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간호사의 경력 다양성은 단순히 간호사들의

연령과 경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각기 다른 시기

에 간호교육을 받고 다른 변화의 단계에 병원간호사로 사회화되어 경험,

직업적 가치와 행동양식, 업무방법의 차이 등 다방면에서의 차이를 지닌

여러 세대의 간호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간호 인력의 다양성은 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과 동료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간호사의 연령 다양성(age diversity)이 커지면 동료 간호사

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어 간호사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와 협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다(Angela C Wolff, Ratner,

Robinson, Oliffe, & Hall, 2010; 최선임 & 김진현, 2014). 북미 지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위 N세대1)가 간호현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0

년 전후로 4세대의 간호사가 함께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간호사의

세대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Carver & Candela, 2008; Duchscher &

Cowin, 2004; Santos & Cox, 2000; Weston, 2001; Wey Smola &

Sutton, 2002).

한편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세대 문제가 제기되고, 다양한 세대담론이 생겨왔다(전상진, 2002; 허석

재, 2015). 간호사들도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 살고 있고, 동시에 급격한

병원환경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세대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사들도 세대차이로 인해 동료 간의 인간관계

1) N세대는 1970년대 말과 1980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Y세대, Nexters, Net

generation, Millenials, Echoboomers 등 다양하게 불림



- 3 -

와 병원적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안양희외,2002; 변영순김미영

2009). 2007년 대한간호협회의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의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와의 세대차이로 인해 인간관계와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대한간호협회, 2007). 또한 병원의 간호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조직문화에 대해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임숙빈, 김세영, 고영, & 이미영, 2012).

세대란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

여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는 연령집단

을 의미한다(박재흥, 2001). 이러한 세대개념 속에는 연령집단, 생애주기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대개념과 세대구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조직 내 세대문제는 조직의 상황과

구조에 영향을 받고, 조직 내 권력관계나 연령, 경력 등 다른 요인과 결

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

이 있다((Lyons & Kuron, 2014). 하지만 1981년 11,500여명의 미국 항공

관제사들이 일시에 직장을 떠난 사건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대문제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경

우도 있었다(Bowers, 1984).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조직 내 세대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서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Lyons & Kuron, 2014). 한편 그간의 세대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특징이나 차이를 규명하는데 치중하여 세대 연구가 특정 세대의 공

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반화하여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특정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하여 세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Lyons &

Kuron, 2014; 김선기, 2014). 하지만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세대개념은

간호사회가 겪은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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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가 될 수 있다(전상진, 2002).

국내의 세대 관련 연구 중 간호사와 관련된 세대현상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간관계 갈등이나 간호조직문화에 국한하여 세

대 차이를 확인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며, 간호사 전체의 연령대를 포괄

하지 못하거나, 일반간호사와는 업무와 지위가 상이한 관리자를 함께 분

석하였기 때문에(임숙빈 et al., 2012; 안양희 외,2002) 일반간호사가 접하

는 간호현장의 변화와 간호사조직문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간호현장에서 발견되는 세대 간의 차이와 긴장에 대해 포

괄적으로 탐색하고, 차이의 근원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

고 있는 간호현장에 대한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포커스 집단 면접 방법은 인식이나 태도에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포커스 집

단면접을 적용하여 병원간호사의 세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간호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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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스 집단면접을 이용하여 병원간호사의 연령 및

세대 차이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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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세대이론

세대개념과 세대구분

Bengston 등(1985)은 세대(generation)란 용어는 성립 혹은 출현이라

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시간,

노화, 연령집단 등을 반영하는 사회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 온 것

으로 보았다. 세대라는 용어는 여러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학회(1994)는 세대개념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아버지세대 혹은 자식 세대 등 상호간의 관계위치로 사용하

는 경우, 동시 출생 집단(age cohort)을 의미하는 경우, 청소년기 노년기

등 특정 단계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경우, 그리

고 전쟁세대, IMF 세대 등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Koo, Kim, & Han, 2000).

세대개념은 집단적, 사회적 위치개념이며, 기준이 되는 속성은 시간이

다. 시간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세대개념이 달라지는데 세대를 생

물학적 시간개념으로 보고 가족 간 상호관계로 국한시키는 경우, 사회적

시간인 코호트 중심으로 세대개념을 보는 경우, 질적인 시간개념으로 보

아 특정사건을 경험한 집단으로 보는 경우, 생물학적 기초와 더불어 사

회문화적 역동성과 연관시켜 보는 Mannheim 개념 등이 있다. 박재흥은

Mannheim의 개념에 기초하여 세대를 ‘동일한 역사,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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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Park, 2001).

세대는 생물학적 기초를 갖고, 사회문화적 역동성에 의해 발전한 것으

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범주이다. Mannheim은 세대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험의 성층화 (stratification of experience)’와 ‘새로운 대면 (fresh

contact)’ 개념을 사용하였다. ‘경험의 성층화’는 청소년기의 초기 인상과

경험들이 특정세대위치에 속하는 개인들의 의식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

는 기층경험이 되고, 그 이후 경험들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

하는 역할을 하여 특정한 의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새로운 대면’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기존의 관습과 제도에 얽매이거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기존의 사회문화적 유산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 보고 해석

하며 사회문화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세대형성은 청소년기, 혹은 17세-25세 무렵에 이루어진다고 설명된

다(Mannheim, 1952; Schuman & Scott, 1989).

각 세대는 특정한 역사적 범위 내에 위치하며,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개

인들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고유집합기억(collective memories)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후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준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들이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이를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서 경험했느

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

적, 문화적 경험을 동일한 생애단계에서 겪은 사람들은 다른 또래에 비

해 의식이나 행동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세대라도 범주 내의 양극에서는 다투고 있는 다수의 세

대단위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구성원이 무조건 동질적이

라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럼에도 다수의 세대단위들이 다툼 속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세대단위들이 하나의 ‘실제세대(세대)’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 본다(Mannheim,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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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은 출생 년도 기준으로 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

황 변화를 근거로 구분한다. 이러한 세대개념의 질적 성격과 양적 특성

간의 긴장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Pilcher, 1994), 세대구분

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학자 간에 논쟁이 많은 영역이다. Mannheim은

세대구분에 대해 연대기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실증주의와 주관적인

시간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낭만주의적 입장을 모두 비판하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동경험인 “결정적 집단경험(crucial

group experienc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Mannheim은 새로

운 세대의 출현은 ‘세대 엔텔러키(Entelechie)’, ‘세대 스타일’의 창출로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문화적 변동이 급격이 일어나면 특정 세대

위치 집단들이 고유의 엔텔러키를 창출하여 바뀐 상황에 대처하려 하고,

특정 “결정적인 집단경험”을 공유한 세대위치 집단들의 동의를 얻게 되

면 오랜 기간 그 세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하게 세대구분을 하

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상

황을 기준으로 하여 veteran(traditionalist), baby boomer, X세대, N(M

또는 Y)세대 4개의 세대로 나눈 세대구분을 이용하고 있다(Cogin, 2012;

Joshi, Dencker, & Franz, 2011; Parry & Urwin, 2011). 이러한 세대구분

은 세대구분의 근거와 배경이 뚜렷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

으며, 많은 세대연구들도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veteran은 참전세대를 지칭하며, 베이비부머는 전후 출생이 급증할 때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Bartels(2001)은 물질주의와 지배체계에 거리를

두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지향과 가치관, 스타일 등으로 다른 세대와 스

스로를 구분하는 미국의 60년대 출생자들을 X세대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Don Tapscott은 1970년대 말과 1980년 이후 경제적 풍요와 국제적 탈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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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화기술의세계화, 정보화추세가 진행될 때 태어난 세대를 N 세대라

명명하였다. N세대는 소비주의,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

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나고 자

라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므로 디지털 내이티브(Digital Natives)2)로 불

리우기도 한다. 한편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 1993년 이후 출생한 20대

초반은 또 다른 세대(N2세대)로 명명되기도 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세대 차이와 갈등

세대차이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출생 시기에 따른 역사적, 사회문화

적 조건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 세대별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와 노년기처럼 생애과정에

따른 역동성의 차이가 있거나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세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장년 이후에는 청소년기에 비해 학습속도가 느려

지고,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학습해야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수

용과 적응이 느려지게 된다(구자숙, 한준, & 김명언, 1999).

Mannheim은 세대 차이와 갈등을 사회변화의 근원으로 보았다. 사회

변화가 세대갈등의 요인이 되지만, 세대갈등은 다시 사회변화를 일으키

는 요소로 작동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Mannheim, 1952). 따라서 세

대갈등은 사회변화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 세대는 기

본적으로 갈등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를 경

우 세대 간 경험이나 사고방식, 행동에서 큰 차이가 생겨 세대갈등이 생

길 수 있다. 세대갈등이 심할 경우는 반목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신과

2) 디지털 내이티브(Digital Natives)는 사회화가 끝난 이후 정보시대를 맞은 디지털 이

민자(Digital Immigrant)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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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야기하여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공동 활동을 방해하여 사회화와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전승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세대가 다른 갈등

의 원인과 결합될 때 갈등을 유발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구자숙, 김명

언, & 한준, 2000). 세대와 결합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은 물질적 이해관

계의 충돌, 권력문제, 문화적 차이, 소외 등 다양하다(구자숙, 한준, & 김

명언, 1999). 문화적 차이는 의사소통 장애와 오해로 인한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그 자체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급격한 문화의 변

동으로 세대 간에 공유되는 문화가 적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질감과 부

정적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구자숙 et al., 1999).

세대갈등은 또한 연령계층간의 갈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Riely(1985)는 연령계층 간 갈등에는 주요 가치나 태도의 차이 등으

로 인한 관념적 갈등, 연령계층간의 권력 행사로 인한 권력 갈등, 연령계

층별 기여와 보상을 둘러싼 배분적 갈등이 있다고 구분하였다(박재흥,

2001). 안정된 사회에 비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는 사회가 세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간 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라는 현재

의 상황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세대갈등을 출현

시킬 수 있다(박재흥, 2001). 한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 자체보다도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지각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ndersson, 1974; 구자숙 et al.,

2000; 김명언, 박영희, & 김태연, 2000). 또한 세대갈등은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바로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요인이 실제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완화시

킬 수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Park, 2001).

조직에서의 세대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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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의 세대는 작업장 다양성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와

다른 관점에서 조직 고유의 세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Joshi, Dencker, & Franz, 2011; Joshi, Dencker, Franz, &

Martocchio, 2010). 조직에서의 세대정체성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크게는

특정 시간대에 위치한다는 개념의 연대기(chronology)적 의미와 생각, 가

치, 기술, 지식의 계승이라는 계보(genealogy)의 의미를 가진다. 조직의

세대정체성을 senior, junior로 구분하는 cohort- based identity와 older

age, younger age로 구분하는 age-based identity로 설명할 수 있다. 조

직에 들어오는 서열과 순서인 경력과 나이가 조직에서의 세대개념으로

연계될 수 있다. 조직 안의 여러 세대는 연대기적 서열로 구분되지만, 동

시에 특정한 조직진입 시기의 위치에 근거해서 획득한 가치, 기술, 자원

의 전승을 통해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세대 간의 관계는 사회생물학

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속성(gene)의 전승과 사회

화의 토대이기 때문에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조직에서의 세대 간의 관계도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Joshi et al., 2010). 세대를 경력 혹은 나이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하든 세대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은 조직의

지식, 기술, 가치, 경험의 전승과 사회화의 기본이 된다. 세대 간 상호작

용을 통한 지식의 전승은 위에서 아래로의 경로와 아래에서 위로의 두

경로(two way) 모두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직 고유의 기술이나

지식은 위세대가 전수하고, 최근의 기술은 아래세대로부터 전수된다. 조

직에서의 세대상호간의 역동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은 아직 제시되지 않

았으나, 세대 간에 신뢰와 공감, 상호존중이 이루어지면 이타주의, 협력,

상호의존의 행위가 유도되고 전승적 상호작용(transmitive interaction)이

일어나지만, 세대 간에 불신, 편견, 부정적 기대가 형성되면, 세대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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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쟁, 닫힘(closure) 등의 저항적 상호작용(resistive interaction)이 작

동하게 된다고 본다. 세대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조직의 변화가 생기고,

세대의 상호작용과 전승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의 일상 업

무, 실무, 가치 등이 지속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조직의 구조와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Joshi et al., 2011; Joshi

et al., 2010; Lyons & Kuron, 2014).

간호사의 세대문제 연구

2000년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간호 인

력 부족의 문제해결과 연계하여 간호 현장 내 세대문제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Carver & Candela, 2008; Duchscher & Cowin,

2004; Santos & Cox, 2000; Weston, 2001; Wey Smola & Sutton,

2002).

간호사의 세대구분은 많은 연구에서 전쟁세대(1925-1945), 베이비부머

(1946-1960/1964), X세대(1961/1965-1980) N(Y)세대(1981-1999)로 구분

하였다. 북미나 호주 간호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각 세대의 대체

적인 특징들에 대해 유사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베이비부머는 경제발전

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낙관적인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와 일

을 중요시하며 직업에 헌신적이고, 책임과 성취욕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X세대는 컴퓨터 도입 시기를 경험하였고,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권위적인 압력과 희생에 동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행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베이비부머와 달리 일

은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여가 및 가족생활과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N세대는 진정한 전자세대로서 정보기술 활용이 자유롭

고, 공기처럼 여기며 가장 잘 교육받은 세대로서 자신감이 높고,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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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매이기 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성취하고 다양성을 추구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Hart, 2006; Virginia Ginger Lipscomb

MHA, 2010; Zemke, Raines, Filipczak, & Association, 2000).이렇듯 서

로 다른 세대가 과거에 유래가 없이 같은 현장에서 밀접하게 일하게 되

면서 간호사의 세대별 특성과, 직업관과 태도의 차이 때문에 간호현장에

동료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Kupperschmidt, 2006; Leiter

et al., 2010; Takase, 2010; Widger et al., 2007).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문제는 X세대가 간호현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연구

되기 시작하였고 N세대가 진입하게 된 이후 간호사 세대문제에 더 관심

을 갖고 간호사의 동료 간의 협력(collegiality)을 개선하고 간호 인력을

보유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세대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N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간호조직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Hutchinson,

Brown, & Longworth, 2012; Kaifi, Nafei, Khanfar, & Kaifi, 2012).

또한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간호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간호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해 각 세대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선호하는 관리스타일 등 직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관리전략을

찾고자하였다(Apostolidis & Polifroni, 2006; Hart, 2006; Leiter, Price, &

Laschinger, 2010; LeVasseur, Wang, Mathews, & Boland, 2009;

Shacklock & Brunetto, 2012; Stanley, 2010). 베이비부머는 조직에서의

인정이나 권한을 중요시하고, X세대는 조직에서의 자율성이나 인정, N세

대는 금전적인 보상과 지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간호사의 재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서로 다른 세대가 밀접하게 함께 일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로 인

해 이해가 부족하고 긴장이 발생하고 동료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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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높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급

성기병원에서의 간호사간의 의사소통과 동료 간의 협력과 응집력이 중요

함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었다(D&C, 2004; Weingarten 2009; Weingarten &

Weingarten,2013).

창조적이고 응집력 높은 간호사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다양한 관점과 장점,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상호존중과 서

로 배우기, 통합적인 동료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Weston,2006;

Weingarten & Weingarten,2013) 간호교육자와 관리자들이 연령과 세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Hart,2006 ;

Foley,Myrick,Yonge, 2012). 각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리더

십을 개발하고,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속적이

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Apker, Propp, Zabava

Ford, & Hofmeister, 2006; Blythe et al., 2008; Foley, Myrick, &

Yonge, 2013; Hendricks & Cope, 2012; Murray, 2013; Outten, 2012).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간호현장에서 세대문제는 각 세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간호 질,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중요함이 여러 연구에서 확

인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간호전문직으로의 진입이 많지 않고, 젊

은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인력 부족과 더불어 간호 인력이 고령화

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간호전문직

안에 보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세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국내에서는 거

시적인 차원의 사회변화와 관련된 세대연구와 많은 세대담론들이 대중적

으로 형성되어왔다(박재흥, 2009; 조성남 & 박숙미, 2002). 이러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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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는 386세대론, 신세대논쟁, 촛불세대론, 88만원세대론, 20대 담론

등이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세대론이 계급이나 성 등의 다른 사회학적

범주를 도외시하거나, 같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무시한다

는 비판도 있으나, 이러한 세대논의가 일상화되고 확산되는 것은 한국사

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이나 일정한 특

징이 있으며, 그로 인해 세대 간의 소통이나 이해의 어려움을 경험적으

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심광현, 2010).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으로부

터 진행된 전산업화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의 약 300여 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역사를 우리사회는 50-60년의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

화적 변화가 급격하게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30년 단위를

한 세대로 불렀다면 최근에는 더욱 짧은 시간단위로 세대가 바뀐다고 느

껴질 수 있어 약 10년마다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사회 경제

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조성남 윤옥경,2000; 심광현,2010).

이러한 맥락으로 이명진(2005)은 베이비부머세대(1950년대 생), 386세대

(1960년대 생), 탈냉전세대(1970년대 생), 월드컵세대(1980년대 이후 생)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조직과 관련된 세대 연구에서 대체로 세대구분은 구체적인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세대구분을 기준으로 한국사회현상을 고려하여 베

이비부머, X세대, N세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대혁 등(2011)과

오세영 등은 베이비부머세대(1955-1964), X세대(1965-1976), N세대

(1977-1997)로 구분하여 세대 간의 직무가치의 차이와 조직몰입 영향요

인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세대구분을 20대,30대,40대,50대와 같이 특정연

령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가 일부 있으나 특정연령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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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세대 개념이 일정기간의 출생 시기를 공유

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오세영, 2014)..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세대구분은 학자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 주요한 변화와 관련된 시기

구분을 대략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심광현 등(2010)의 사

회변화와 관련된 시기구분을 참고하였다. 심광현 등은 경제발전을 중심

으로 축으로 한국사회의 변화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고속성장이 시작된

‘72년 체제’(경제발전 확산기), 국민경제라는 개념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87년체제’(전성기), 외환위기를 매개로 하여 세계체제의 신자유주의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97년 체제’(정체와 하강)로 구분하였다. 또한 동시에 교

육, 정치, 문화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비교하였다(표2-1). 덧붙여 보

건의료측면에서도 함께 비교해본다면 전체 사회변화와 더불어 보건의료

부분의 중요 변화의 계기는 국민의 의료요구와 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 병상 수 확대와 병원경영 전략변화의 본

격적인 계기가 된 대형기업병원들의 건립, 병원업무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병원업무의 전산화와 전자의무기록(EMR)의 도입, 의료기관평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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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의 사회변화와 세대

구분 1960-72(12년) 1972-80(8년) 1980-87(7년) 1987-97(10년) 1997-07(10년)

나이 50대 40대 출생 시기 30대 출생 시기 20대 출생 시기 10대 출생 시기

세대
베이비
부머

X세대 N세대 (N2세대)

세계체제 포드주의 신자유주의(포스트 포드주의)

1인 소득 254$(70년) 1,645$(80년) 6,147$(90년) 10,841$(2000년) 20,045$(2007년)

경제 확산기 전성기 정체 하강

교육 고교-중학교평준화 대학증가 대학급증

정치 군부권위주의1 군부권위주의2 87-97체제(민주화)

문화 아메리칸드림확산 아메리칸드림심화 미국주의

보건의료

의료보험도입(77년) 전국민의료보험 의료기관평가제도

대형기업병원설립 병원경영전략변화

전산화 EMR도입

주 :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심광현,2010)을 참조하여 재구성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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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작업장 다양성(workplace diversity)

조직 구성원의 연령, 성, 교육수준, 경력 등의 속성의 구성을 의미하는

조직 인구통계(organizational demography)는 조직의 성장, 인력정책, 이

직 요인 등과 관련된 함수로 여겨져 왔다(Pfeffer,1983). 그간의 연구는

집단구성원의 다양성은 집단기능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liams & O'Reilly, 1998). 작업장 다양성

연구는 1960년대에는 고용 및 업무기회의 균등과 관련된 인종, 연령, 성,

장애인의 영향에 주목하였고, 1980년대에는 보다 확대되어 교육, 가치,

조직문화, 대인관계, 관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는

작업장 다양성이 가지는 잠재된 영향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Qin et al., 2013).

다양성 개념 및 정의

다양성은 ‘조직의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 차이의

정도를 반영하는 집단의 특성’으로 정의되며, 집합적 및 개인적 수준에서

표현된다(Qin et al., 2013).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다양성을 ‘개인이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게 하는 특정 속성의 차이’로 정의

하고 있다. 다양성의 종류는 수십여 개의 속성으로 구분할 만큼 많으며,

학자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분류하고 그 영향을 연구하였다. 다양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다양성 속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분류방법이 일관되지 못한 것도 그 요인

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Qin et al., 2013; Riordan, 2000).

다양성 구조를 보는 관점은 조직인구학(organizational demography;

OD)과 관계다양성 (relational demography; RD) 두 관점이 있다.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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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은 다양성을 ‘집단 혹은 사회적 단위내의 특정 속성의 구성’으로 간

주하며, 다양성을 집단구성원이 가진 어떠한 속성에 대한 구성원사이의

차이의 분포로 본다. 이런 차이의 분포가 개인의 의사소통이나 조직과정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개인에 관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집합

적, 단위적(unit level)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작업장 다양성을 집

단의 동질성(homogeneous), 이질성(heterogeneous) 혹은 분산

(dispers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관계다양성(RD)은 개인의 속성이 조직 내 다른 사람과 유사한가

다른가에 주목하여 다양성을 ‘개인-집단’, 혹은 ‘개인-다른 구성원’간의

사회관계 개념으로 본다(Tsui & O'reilly, 1989). 개인이 다른 구성원과

자신의 유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단위(social unit)의 속성과 자

신을 비교하여, 개인 속성의 유사한 정도를 지각하는 다양성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Riordan, 2000).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대한 평가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인은 특정 집단의 맥락 안에

서 평가되기 때문에 맥락에 의존적이고, 집단 안에서의 비교가 강조가

된다(Riordan,2000). 이 접근에 따르면 다양성은 단위의 구성이나 개인이

비유사성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Williams & O'Reilly, 1998). 다양성은 어떤 속성의 변이의 양뿐 아니라

그 속성에 대한 개인 반응의 주제(subject)가 되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

한 분석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다(Qin et al., 2013).

다양성 유형

다양성 유형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는 단일속성접근(mono-attribute

approaches)과 다중속성접근(multiple-attribute approaches)으로 나눠진

다. 단일속성접근은 연령, 성, 민족 등 다양성 속성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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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개별속성 접근법(single-attribute approach)과 높은/낮은 작업관련

다양성(highly/less job-related diversity) 혹은 표면/심층수준 다양성

(readily/less detectable diversity)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양성 속성을

범주화하여 같은 범주의 다양성은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는

유형별 속성접근법(the categorical method)으로 구분한다. 다중속성접근

에는 집단을 다양성 속성의 결합을 기준으로 돌 이상의 하위집단으로 구

분하여 보는 하위집단대비법(the group faultline method)과 개인의 지각

의 중요하게 보는 지각된 다양성방법(the perception method)이 해당된

다(Qin et al., 2013).

다양성과 관련된 이론

: 정보의사결정이론, 유사성유인이론, 사회정체성이론

작업장 다양성(workplac diversity)에 대해 주로 설명해온 이론은 3가

지로 정보의사결정이론(information-decision making theory), 유사성유

인이론(similarity-attraction paradigm),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theory) 및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theory)이론을 들 수 있다. 전통적

인 관점은 정보의사결정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 내 다양성이 증가하

면 조직은 기술, 지식, 정보, 관점을 다양하게 보유할 수 있어서 문제해

결이나 의사결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정보의사결정이론

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간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나 실증적으로 충분히 지

지 받지 못해왔다(Williams & O'Reilly, 1998).

유사성유인 관점은 조직인구학관점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왔

다. 개인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는 점에서 사회정체성이론과 유사하다.

조직 내 인구통계학적 차이의 분포는 집단의 응집성과 의사소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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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와, 이는 집단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서 타인과 유사하거나 다

르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성, 연령 등 인구통계학

적 변수나 태도와 가치관이 유사한 개인들에게 매력과 호감을 느끼게 된

다. 배경이 유사한 개인들은 유사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공통의 가치관과

생애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동질성

은 우정과 자발적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하는 반면, 구성원의 이질성은

조직 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Williams & O'Reilly, 1998).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사성이 반드

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Chatman & O’Reilly,2004).

사회범주화 관점에서는 다양성은 범주화를 촉발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러 속성 중에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

성(salience)이 범주화에 사용된다(Williams & O'Reilly, 1998). Rothbart

& John(1993)은 눈에 잘 띄는 속성인 성, 연령, 인종 민족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속성은 아니지만 범주화를 촉발하고, 다양성의 주요 marker

가 되어, 고정관념, 편견을 유발하여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범주화(categorization)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작업장 다양성(workplace diversity)이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범주화 과정을 유발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다고 본다. 개인은 특정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자신과 조직구성원을

비교하여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하고, 이질적인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덜 신뢰하고 덜 협조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 인식은 집단에 대한 협력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며,

개인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론이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이다(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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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석, 2005).

사회정체성은 성, 지역, 학과 등과 같은 사회범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니게 되는 자기정체를 의미한다. Tajfel(1978)은 사회정체성을 '자신이

사회집단의 성원이라는 지식과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여

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나온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하였다.

사회정체성이론의 기본가정은 첫째, 인간은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 하며, 둘째, 사회집단(범주)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

미를 지닌다. 셋째, 자기집단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서 결정되는데, 내집단(in-group)이 외집단(out-group)보다 긍정적으로

차이가 나면 자존심이 높아진다. 넷째, 범주화 과정에서 내집단-외집단

의 구별이 생기면 내집단의 긍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내집단을 더 편애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79).

범주화 즉, 서로 구별되는 두 집단에 속한다는 단순한 지각만으로 내

집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차별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범주화는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한덕웅, 1995). 범주화는 어떤 집단에 있더라도

특정 속성에 의해 단지 범주로 나뉘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고 본다. 범주화는 지각된 독특성(salience)과, 범주화하는 사람의 바로

앞선 사건의 특성 혹은 현재 과제나 목표의 영향을 받는다. 어느 범주화

가 우세해지는가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채택되기 쉬

운 범주는 범주 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성원과 자기의 차이를 최소화시

키며, 전형적 내집단 구성원과 전형적 외집단 구성원간의 차이를 최대화

시키는 ‘고차원대비’의 범주가 된다(한덕웅, 1995; 한덕웅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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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의 효과와 조절방법

사회범주화의 결과로 내집단 구성원에 더 호의적인 정서, 평가, 의도

및 행동을 보이는 ‘내집단편애현상’이 생기며, 집단 간 차이가 과장되고,

집단 내 유사성이 고양되는 인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사회정체성이 생

기면 자신을 방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조절, 신념과 태도의 극단화,

편견 등이 생긴다. 언어조절은 일반적으로 지배집단의 언어에 맞추는 현

상을 의미하고, 편견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화된 부정

적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인지, 정서, 행동요소를 포함한다. 고정관념

은 편견의 인지측면이고, ‘좋고 싫음’은 감정측면, 그리고 차별행동이 편

견의 행동요소로 볼 수 있다(김혜숙 1999).

사회범주화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집단 간 갈등은 ‘집단 간 접촉’과

‘사회정체성을 통한 인지적 변화방법’, 그리고 ‘성찰’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집단 간 접촉’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범주화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조건으로는 두 집단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것,

또한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이 있고, 유인성 있는 공통의 목표로 상

호작용을 하여 상대집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하며, 공식적

이고 제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Devine, 1989). ‘사회정체성을 통한

인지적 변화 방법’은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을 또 하나의 다른 집단으로

새롭게 묶는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방법이 있으며, 현재의 집단정체

성과 무관한 다른 범주에 대해 사회정체성을 갖게 하는 교차범주화

(cross-categorization), 외집단 성원들을 개개인으로 보게 하는 탈범주화

(de-categorization)방법이 있다. 성찰은 차별을 유발하는 고정관념이 활

성화되더라도 내외집단 편향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하

는 방법이 될 수 있다(Devine, 1989; 김혜숙, 1999). 선행연구에서 협력

및 업무의 상호의존성, 시간,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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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mind-set), 관리자의 리더십 및 공동체를 강조하는 집단의 규

칙 등이 다양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인자로 확인되었다

(Hobman, Bordia, & Gallois, 2004; Roberge & van Dick, 2010; Van

Knippenberg & Schippers, 2007). 국내의 연구에서는 기업조직의 연령다

양성이 개인과 집단수준에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성찰이나 다양성의 수용을 통해 조직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박정우, 2009), 조직 구성원이 사회범주, 가치, 정보 다양성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팀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

였다(윤준희 & 신호철, 2013). 또한 조직의 다양성관리가 직원의 인력다

양성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따라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오화선, 2014).

연령 및 경력 다양성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로 인한 정보나 관점의 풍부함 때

문에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되었으

나(Van Knippenberg & Schippers, 2007) 연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

다(Wegge et al., 2012). 연령다양성은 의사소통, 리더십, 결근율, 이직 등

집단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illiams &

O'Reilly, 1998). 의사소통의 경우 연령다양성이 집단내의 의사소통을 약

화시키며, 더욱이 같은 집단의 나이차이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집단

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한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령다양성이 크고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에

서 부정적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수, 2014; Zenger &

Lawrence, 1989). Cummings 등(1993)은 대다수 성원보다 나이차이가 많

은 사람이 인사고과에서 더 낮은 성취를 하고, 경력차이보다는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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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리더십의 경

우도 하급자와 나이차이가 많은 상사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낮게 나타나

기도 하였다(Williams & O'Reilly, 1998).

경력다양성의 경우, 입사시기가 유사하면 여러 가지 유사성을 증진시

키고, 의사소통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다양성은 집단 구성원

과 가장 경력이 다른 사람의 이직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직률을 높이고,

의사소통과 조직의 통합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집단 구성

원의 다수와 가장 (관점의)차이가 나는 사람이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Williams & O'Reilly, 1998)).

한편 간호사의 다양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외국

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가치관, 문화, 인종 등 간호사에 대한 여러 유

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연령 다

양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등

집단 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gela C Wolff et al., 2010). 국내 연구에서 간호사의 조직

시민행동은 일반적으로 연령, 경력이 증가하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수정,2010;고유경2008;김명숙 2013) 연령과 경

력, 직위를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아 연령의 효과를 정확히 보기 어렵고,

다양한 연령의 간호사가 있을 때의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양상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지각된 연령 다양성 역시 동료관계, 협력, 조직몰입, 소

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obman et al., 2004;

Riordan & Wayne, 2007). 또한 지각된 가치관의 차이는 간호사의 행위

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간호사가 자신이 다른 동료와 다르다고 느낄수록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heri, 2009; Angela C

Wolff et al., 2010). 간호사의 지각된 다양성과 연령다양성은 간호조직과



- 26 -

간호사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다양성

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경우에는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ates & Mark, 2012;

Lehmann-Willenbrock, Lei, & Kauffeld, 2012).

작업장 다양성으로서의 세대

세대 역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다양성 중의 하나로(Joshi et al.,

2011; Macky, Gardner, Forsyth, Cennamo, & Gardner, 2008)간주된다.

사회조직에서 일어나는 세대문제는 물질적 이해관계, 권력과 통제로 인

한 충돌, 문화적 차이와 편견 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Bowers, 1984; 구자숙 et al., 2000). 따라서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세대차이가 갈등으로 전환되게 하는 잠재적 원인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세대는 다른 유형의 다양성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이 있으며, 세대전승과 권력관계가 연계되어 나이와 동시에 발생하

는 경향이 있어 조직 내 세대문제 연구는 다른 유형의 작업장다양성과는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또한 세대 차이를 특이한 집단 간의 차이나 연령

차이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각 세대가 생애과정을 통해 움직이면서 상호

작용하는 어떤 경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Lyons & Kuron, 2014).

그간의 조직 내 세대문제 연구는 세대이론을 검증하거나 생성하기보다

는 주로 출생코호트에 따른 세대차이 존재여부와 각 세대의 특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Costanza, Badger, Fraser, Severt, &

Gade, 2012). 특히 연령 차이와 구별되는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온 경향이 있다(Cogin, 2012;

Parry & Urwin, 2011). 근래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차이가 실증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세대 차이에 대한 지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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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yons & Kuron, 2014).

조직 내 세대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는 세대별로 성격, 직업가

치, 윤리, 태도, 팀 활동에 대한 선호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 외향성, 자기중심적 경향은 증가하는 반

면 직업윤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Costanza et al., 2012; Lyons &

Kuron, 2014),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낮고 이직 의도나 직업이동경향은

높게 나타나며, 경쟁심, 자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조직 내 세대연구는 세대별 특성의 차이나 세대정체성 및 세대

간 상호지각과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공무원, 교원, 기업조

직에서 직업관, 태도, 조직몰입 등 조직행동에서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음

이 확인되었고(박선경 양승범, 2011; 오세영 et al., 2014; 이장익 & 이명

신, 2011), 실제의 차이 자체보다는 지각된 차이가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숙 et al., 2000; 이장익 & 이명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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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호환경의 변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

졌고 의약분업실시, 건강보험제도의 발달, 병원평가제도의 도입 등 간호

계의 안팎으로 수많은 변화가 불과 30여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김은경, 강민아, 김윤, 박재현, & 박종혁, 2007; 송경자 et al., 2006). 또

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국민의 권리의식 증가, 정보기술

및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전반과 병원환경의 변화가 다방

면으로 이루어졌다(그림2-1).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와 병원 환경의 변

화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보다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병

원경영전략의 변화와 업무의 전산화와 전자의무기록체계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간호업무방법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간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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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전략의 변화

세계경제의 침체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1990년대 이후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시

기에 재벌기업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이 설립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병원들 간의 병상확대와 서비스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병

원들은 기존의 방어형 경영전략에서 공격형 경영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송현경 & 김순기, 2012),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전략을 도입하였다.

환자를 고객의 관점에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고객만족,

비용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생산성향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요과제

로 추진하였다.

이런 병원경영전략의 변화는 병원인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병원의료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병원간호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

었다. 간호조직의 목적을 병원조직의 목적에 부합시키면서 간호조직사회

에서는 병원간호부의 목적을 ‘질 높은 간호의 제공’ 등 전통적인 간호의

내용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경영의 관점에서 간호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향상과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으로 본격적으로 규정(서이아, 박경민, & 이

병숙, 2003; 유문숙 & 정명숙, 2008)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간호조직의

고객만족도 향상, 간호단위의 수익증대, 간호단위별 업무개선활동 등 경

쟁력 강화와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박성애, 김진현, 박광

옥, 김명숙, & 김세영, 2009)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경쟁과 효율, 가시적

인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병원 내 여러 부문뿐만 아니라 간호부 내,

간호단위, 개별간호사에 까지 점차로 확대되었다.

병원업무전산화와 전자의무기록체계의 도입

대부분의 병원들은 1990년대 이후 경쟁력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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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병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병원업무의 전산화

는 외래 환자의 대기시간 줄이고, 편리한 진료환경제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병원업무의 전산화는 원무 관리에서 가장 빨리 시작되

어 외래 업무, 병동업무, 간호업무로 확대되었다. 병원전산화는 처방전달

시스템(OCS)과 영상정보전송시스템(PACS)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통합의

료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발전하였다(박경숙 et al., 2003). 병원정보화시

스템 구축은 국가의 병원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지원도 받기도 하였으며,

미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Yoon, Chang, Kang, Bae, &

Park, 2012). 전자의무기록체계도입은 2005년에 3차 의료기관의 20%,

2009년에는 50%로 증가하였고, 2차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2012

년 무렵에 전체 종합병원에 전자의무기록체계가 도입되었다(조인숙, 최

원자, 최완희, & 김민경, 2013)

간호사는 환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환자와 관련

된 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므로 간호업무에도 전산화가 바로

추진되었다. 간호업무의 전산화는 초기에 대부분 처방전달시스템 중심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적용하는데서 시작하였고 일부 업무에 사용하는 서식

만 전산화되었다. 이후 간호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간접간호시간을 줄이

고 직접간호시간을 늘려 질적 간호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간호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간호정보시스템은 간호사의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 간호업무 적용 시 시스템 효율성 여부, 병동의 특

성, 시스템 사용 시 요구되는 문제와 잘 적응하고 활용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병원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전사적 규모

의 전자간호기록은 2003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전자의무기록체제(EHR)와

전자간호기록(ENR)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조인숙 et al., 2013). 서울

대병원은 1999년 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을 시작으로 간호업무전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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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으며, 2004년 전자의무기록체계 도입으로 모든 임상관찰기록과

간호일지 등을 전산화한 전자간호기록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까지 종합병원의 간호업무는 전산화가 되었으

며,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 활용하여 실무에 이용하며 환

자와 관련된 기록을 저장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김은만 et

al., 2006).

간호전달체계의 변화

간호전달체계는 간호단위에서 간호가 전달되는 조직적 시스템을 의미

하며 간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호 인력의 구성과 배치방법으로 볼 수

있다. 간호전달체계는 업무분담방법, 환자간호접근방법, 환자간호전달모

형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최은희, 이현수, 김진희, 고미숙,

& 김복수, 2013). 간호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기능적 업무분담체계,

팀간호체제, 총체적간호체계, 일차간호체제를 들 수 있으나, 근래에는

The Magnet Hospital Model, The Colorado Differentiated Practice

Model 등 해당 의료기관에 맞게 따로 설계된 간호전달체계도 있다.

기능적 간호방법(functional nursing; task allocation)은 간호단위 내에

서 근무시간 내에 간호사의 교육,경험,지식,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

능별로 주어진 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학적 관리기법에 근거한 간호사간의 분업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대량생산의 효과를 내고자하는 방법이다. 경제적

측면이나 관리상 효율적일 수 있으나, 환자1명을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간

호하게 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간

호사는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없어 업무에 대한

성취도가 제한적이다(김정선 & 김희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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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간호체제(primary nursing)는 간호의 핵심이 업무가 아닌 환자를

기본으로 하여 간호가 제공되어야한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일차간

호사(primary nurse)와 부 간호사가 대략 5-6명의 환자를 배정받으며,

일차간호사가 배정된 환자에 대해 전인간호를 제공하고 입원기간 전체를

통해 24시간 책임과 의무를 갖는 체계이다. 일차간호사가 비번일 경우

부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한다. 일차간호사와 부 간호사는 정규간호사이

되, 일차간호사는 경력과 업무능력이 보다 많은 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일차간호는 간호의 연속성과 책임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가 폭넓은 지

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하므로 직무확충의 효과가 있고(McClure,1984),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차간호

를 위한 요건으로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며, 간호사가 5-6명의 환자간호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일차간호사는

간호계획자이며 간호제공자가 되어야하고, 수간호사는 조정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총체적 간호방법 혹은 환자분담방법(total patient care model; patient

allocation)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환자를 분담하여 책임지는

체제이다(Hayman, Wilkes, & Cioffi, 2008).

팀간호방법(team nursing)은 숙련도나 지식수준이 다른 간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각 간호사의 수준과 역량에 맞게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환

자에게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간호전달체계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인력시

스템이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나 조건변화, 인력 및 재정여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전달체계를 다시 설계하게 된다. 환자간호서비스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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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재정적인 이유, 기술상

의 이유, 제한된 예산에서 환자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간호의 효과와 효

율 향상 등을 위해 간호전달체계를 재설계하게 된다(Fairbrother, Jones,

& Rivas, 2010).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병원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호전달체계는 이러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구조

이기 때문에 병원환경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호주의 경우

2000년대 초에는 대도시 급성기병원의 대부분이 환자분담방법(총체적 간

호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숙련 간호인력 부족과 이직률의 증가로 인

해 병원감염증가 등 간호수준의 저하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호

방법을 팀간호방법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다. 새로 보완된 팀간호방

법을 내과와 외과 병동에 적용하면서 환자간호의 질과 간호사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기도 하였다(Fairbrother et al., 2010). 미국에서는 근래 간호

인력부족, 의료비상승, 재원기간단축요구, 복잡해진 질병양상 등의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partnership care delivery model, 일차간호와 팀

간호를 혼합한 primary team model 등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

완된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기능적

간호방법을 적용하는 병원이 많았으나,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높아가는 환자의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간호전달체계의 변화가

추진되었다(김소선, 채계순, 김경남, 박광옥, & 문성미, 2010). 기존의 기

능적 간호방법은 환자기준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는

체계이므로 환자중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간호사 개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

단을 통해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기능적 간호방법 대신 팀간호방법이

나 일차간호방법을 모델로 하여 병원 상황에 맞는 형태로 수정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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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환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 간호

방법에서 다른 적절한 간호전달체계를 전환하는데 관건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많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

을 경우 총체적 간호방법(환자분담방법)이나 일차간호방법 등으로 환자

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데 부족함이 있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어

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는 환자상황을 충분

히 이해하고 직접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경력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한데 팀간호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김소선

et al., 2010). 또한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담당환자수를 조정하고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간호에는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를 지원해주는 ‘지

원형 일차간호모델’등의 시도도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은희 et al., 2013).

우리나라 간호업무환경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1990년 이후 매 10년 단

위로 굵직한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2).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1990년대는 대형기업병원의 설립과 병상수 확대가 진행되면서

병원들의 구조조정과 전산화추진 등 경영전략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병원간의 서비스경쟁은 본격화 가속화되어 각 의료기

관들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면서 서비스경쟁력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천명하고 전사적으로 경쟁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비스경쟁

이 본격화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기존에 기능적 간호방법을 추진하던 여

러 종합병원에서 간호전달체계의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새로 설립하는

병원들은 처음부터 기능적 간호방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간호전달체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자의무기록도입이 추진되면서 2010년

전후에는 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체계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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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되었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2010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로 변

화되면서 다수의 종합병원이 인증을 받았고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더

욱이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외국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는 등 의료기관

이 평소의 업무에서 평가인증제도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받는 상황이 되

었다.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도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

고 업무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이명선 외, 2011). 따라서 이와 같

이 간호환경에 큰 영향을 준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간호사의 세대구분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와 병상수가 확대된 1990년대 이전과 이후세대,

병원서비스전략이 강화되고 간호전달체계가 변화한 2000년대 이후, 병원

평가 및 인증제도가 정착하고, 전자의무기록체계 도입이 완료된 2010년

이후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병원간호사로 활동하는 가장 오래된 세대인 50대는 주로 1990년

이전 입사자로서 대부분의 변화의 과정을 거의 함께 하면서 병원생활을

한 세대이고, 40대는 주로 1990년대에 입사하여, 50대와 유사하게 간호업

무의 변화의 과정을 대부분 경험하였다. 30대는 주로 2000년대 입사자로

서, 전자의무기록도입이나 간호전달체계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입사

하였다. 20대는 간호전달체계가 바뀌고 병원평가 및 인증제도의 정착과

전자의무기록도입이 완료되어가는 단계인 2010년 이후 병원에 입사한 세

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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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간호환경의 시기별 변화

시기 의료제도변화 병원경영의 변화

1990

년대

§ 전국민의료보험 실시(1989)

§ 의료기관평가 시범실시(1994)

§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1999)

§ 대형 기업병원설립

§ 병원경영전략변화‧정보화추진

2000

년대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제

도의 발전(2000~)

§ 의료기관평가 시행(2004)

§ 서비스경쟁‧전산화 본격화

§ 간호전달체계의 변화

§ 전자의무기록체계 도입시작

2010

년대
§ 의료기관인증제도(2010~)

§ 전자의무기록체계도입완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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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법론적 고찰

1. 질적 방법으로서의 포커스 집단(focus group)

포커스 집단이란 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Morgan,1996). 포커스 집단면접은 집단면

접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집단의 상호작용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의 상호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명목집단이나 델파이 집단 등

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의 관심(포커스)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초점집

단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인 개인 심층면접이나 참

여관찰과 구분된다.

포커스 집단과 참여관찰의 차이는 자료가 언어적 행위에 국한되고, 토

의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지며,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지

고 관리된다는 점이다. 개인면접과 비교하면 포커스 집단의 장점은 특정

주제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토의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너

무 익숙하거나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연구주제의 경우 포커스 집단이

개별면접보다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쉽다. 단점은 포커스 집단면접은 진

행자의 역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데 있다. 또한 집단에게 토의

의 통제력을 주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주제에 대해서는 적은 내용을 듣

게 되거나 자연스러운 토의진행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탐

색적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Morgan,1997).

포커스 집단은 집중적인 관찰의 기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태도나 의

사결정 같은 사회심리학적 성격이 강한 주제, 집단 상호작용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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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어려운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

구자의 관심 주제에 대해 참여자가 가진 태도와 의견, 경험과 관점에 대

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직접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

과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하지만

참여자를 모이게 하는데 시간, 장소,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단 자체의 역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 집단토의 과정에서 일치나

대립으로 극단화되는 경향 등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 김종임).

포커스 집단면접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는

데 독자적 방법으로 사용, 양적조사연구를 위한 예비적 자료나 다른 자

료수집 방법을 보완하는 추후 자료 수집 등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혼합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포커스 집단면접의 형식적인

구조화 정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구조화된 상호작용 유형부터 비공식모

임까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Morgan,1997).

본 연구 주제인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관

찰이 어렵고, 태도나 의견 등 사회심리학적 성격이 강하여 포커스 집단

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내면의 잠재된 의견이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연령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한 점에서 포커스 집단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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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집단의 설계

포커스 집단 구성원은 무작위 표본추출이 아닌 목적적 표본 추출방법

(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모집한다. 포커스 집단을 설계할 때 주요하

게 결정할 것은 집단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와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이다. 즉 동질성과 분할의 문제이다.

동질성과 분할

동질성은 참여자의 토론을 원활하게 하고 집단 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동질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토의가 뜻하지 않

은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분할은 참여자를 범주에 적합하게 집

단을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등을 주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 동질성과 분할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하

는데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차이보다는 서로를 다르다고 인식하는가 여부

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집단구성에서 서로 낯선 사람으로 구성할 경우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할 경우 각각 다른 집단역동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행 상 구분해서 구성하

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집단 역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연구

자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토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이은옥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연령집단 간 비교가 용

이하도록 참여자들을 연령대별로 분할하였다.

집단의 구조화 수준, 집단의 크기, 집단수의 결정

집단 구조화의 수준은 높은 구조화접근과 낮은 구조화접근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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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높은 구조화접근은 미리 정해진 확실한 토의 주제가 있을 때

결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설계나 조사연구의 내용

파악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낮은 구조화접근은 탐색 연구일 때 유용

한데 단점은 집단 간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집단토의를 위해 집단의 크기도 고려해야한다. 작은 집단에서

는 참여자들과 관련성이 낮은 주제일 경우 활발한 토의가 어렵거나 개개

인이 참여자간 역동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토의가 원활하지 못 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큰 집단에서는 가까이 앉은 사람들끼리의 소규모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게 되는 것 때문에 녹음이 어려워

자료의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이 집단

토의에 적합한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

요 요소는 참여자가 집단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수의 구애받기 보다는 연구주제나 현장 상황의 제약을 고려하여 토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기치 않게 결석하는 사람

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Morgan&

질적간호학회, 2007).

집단 수는 연구의 구조와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집단수가 많

아지면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 예산, 인력 등이 필요하게 된다.

자료 수집은 추가되는 집단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의미 있는 내용을 제

공하지 못할 때 즉 “포화”에 도달할 때 중단하게 된다. 하나의 집단만을

모집했을 경우 토의의 본질적 내용과 집단 특이성의 구분이 어려워 연구

타당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중분할의 경우에도 각 분할에는

둘 이상의 집단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다중분할의 경우 전체 집단의 수

가 많아지게 된다. 집단수를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참여자의

다양성과 면접의 구조화 정도, 참여자의 참석가능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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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집단의 수행과 분석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면접의 범위, 세분화, 깊이, 개인적 맥락 4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Morgan& 질적간호학회, 2007).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포괄해야하며, 가능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주제에 반응

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맥락을 고려해야한다.

연구 자료가 포커스 집단면접 수행과정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집단토의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행에 세심한 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 토의는 1-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

로 토의의 초점을 유지하고 탐색하도록 연구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높은 구조화 접근을 통해 토의지침을 만

들어 진행자가 집단마다 거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결정된 순서를 고집하다가 토의의 자연스런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한다.

토의 시작 전에 토의의 기본원칙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의의 기본원칙은 한 번에 한사람씩 말해야하고, 토의 중 옆 사람과 따

로 대화하지 말아야하며, 한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한다 등이다. 또한 토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서로 다른 견해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시켜야한다.

토의의 시작 도입 진술은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저지하고 참여자

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참여자의 흥미를 끄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토의를 시작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부터 주제에 들어감으로써 토의 주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 토의 진행은 집단에서 나오는 주제와 준비된 면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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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주제 사이를 왕래하면서 진행한다. 마무리 주제는 토의 중 발언을

자제했던 참여자에게도 정리 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식적인 집단토의가 끝난 후에도 비공식적 토의를 지속하면서 잠재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각 토의가 끝난 후 진행자는 보조진행자와 디브리

핑을 하거나 현장노트를 기록한다.

분석에 있어 높은 구조화방식의 면접을 분할된 집단을 통해 진행한 경

우 각 질문에 각 집단이 답한 것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격자(grid)를

통한 자료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자료코딩에 있어 분석단위는 개인

혹은 집단수준이 각자 분석단위가 되기보다는 이 둘의 상호작용을 인정

하는 균형을 추구해야한다. 자료의 해석에 있어 몇 개의 집단이 그 주제

를 언급했는가, 각 집단에서 몇 사람이 그 주제를 언급했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에너지와 열정을 유발 했는가의

3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요소의 조합을 ‘집단(group)

간 확인’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일관성 있는 참여자 비율로 일관성 있게 일치 또는 논쟁 등을 불러일으

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주제 분석은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질적 분석의 기

본적 방법으로서 여러 이론들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유연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주제 분석은 근거이론이나 담론분석처럼 상세한 이

론적, 기술적 접근을 필요하거나 사전에 존재하는 이론 틀에 매이지 않

는다. 참여자들의 경험, 의미, 실재를 나타내는데 본질주의와 현실주의적

(essentialist & realist)인 방법으로서, 또한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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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맥락적, 비판적 현실주의적 방법(contextualist ; critical realism)으

로서도 사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제 분석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실표면의 엉킨 매듭을 풀어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분석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Braun & Clark, 2006).

Theme을 규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빈도 혹은 전체적으로 사

람들이 언급한 것 혹은 연구문제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기준을 세워야한다. 또한 기술에 있어서도

자료전반에 걸친 풍부한 기술을 할 것인지 특정 측면에 대해 상세한 설

명을 할 것인지 정해야한다. 그리고 귀납적 혹은 연역적 분석을 할 것인

지, 참여자가 표현한 의미 내에서 명시적 수준의 themes을 규명하는 의

미론적 수준의 분석할 것인지 혹은 심층적이고 잠재적인 의미를 탐구하

고 개념화할 것인지, 현실주의입장인지 혹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Braun & Clark, 2006).

본 연구에서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귀납적으로, 참여자가 표현한 내용의

의미수준에서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어

자료 전반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하고자 하였다.

Braun과 Clark(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 6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with data)과정은 자료를

필사하고, 필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 자체

에 집중하면서 전체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사내용

중 주제와 관련된 핵심생각과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 문장, 문단을 단위

로 하여 초기의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2단계 초기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과정은 전체자료를

읽고 자료와 친밀해진 뒤 시작한다. 자료와 관련된 의미와 아이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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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만들고 자료를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 organizing하며 초기 코드

를 생성한다. 또한 상호연관성을 가진 코드에 라벨을 붙여 중간 범주를

생성하고 정의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

3단계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과정은 초기 코드를 검토하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코드를 결합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아우르

는 주제를 도출한다. 다른 코드들이 어떻게 이들을 포괄하는 주제 속에

결합할 것인지를 고려하며, 코드와 코드 간, 코드와 주제, 다른 수준의

주제들 간의 관계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는 표나 mind-map(thematic

map) 등 시각화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4단계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과정에서는 도출된 주제가 얼

마나 전체 자료와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지지하고 있는지 살핀다. 초기

자료로 돌아가 구성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범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nternal

homogeneity와 external heterogeneity를 고려한다.

5단계 주제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과정은 전체자료

에 대한 thematic map이 완성되었을 때 시작한다. ‘define and refine’을

통해서 각 주제가 의미하는 본질을 규명하고 각 주제가 포괄하는 측면을

결정한다.

6단계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자료의 복잡한 이야기에

대해 독자가 분석의 타당성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일관성 있

고 논리적이며 중복되지 않는 주제들을 통해 자료가 말하는 바를 흥미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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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세대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포

커스 집단(focus group)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을 시행한 서술적 질적 연

구이다.

2. 참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진행계획

본 연구에 포커스 집단을 적용한 이유는 세대차이 경험은 개별면접이

나 관찰 등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태도와 경험, 의견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포커스 집단의 토론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내재된

생각과 통찰력을 얻는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커스 집단

구성을 달리하여 연령집단별 비교가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초점집단의 구성의 원칙

포커스 집단면접 참여자 선정기준은 전국에 소재하는 5개 종합병원에

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일반 간호사이며, 다른 여러 세대와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선정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원활한 토론과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수간호사를 비롯한 관리직 간호사와 남자간호사는 제외하

여 참여자의 동질성 확보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목적에 맞는 원활한 토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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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참여자의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연령과 세대를 고려하여 참여

자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집단으로 다중 분할하여 구성하였

다. 또한 해당 연령대의 포커스 집단구성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

람들로 동일한 포커스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일 병

원근무자들로 구성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대화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교대 및 시차제 근무로 인해 함께 모

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예

방하고 충분한 토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였다.

20대 집단은 1992-1985년생, 30대 집단은 1985-1975년생, 40대 집단은

1975-1965년생, 50대 집단은 1965–1955년생을 기본 대상으로 구성하였

다. 다만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와, 생월 경과

여부, 학교 진학 및 현 근무병원의 입사 시기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참

여자가 해당 연령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집단역동에 문제없다고 본 경

우에 (+/-)1세의 차이는 무시하고 해당 연령대 집단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조직 내 세대연구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

대구분을 연령집단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20대와 30대는 N세대, 40

대는 X세대, 50대는 주로 baby boomer세대에 해당되도록 집단구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포커스 집단의 크기는 표출이 잘 안 되는 정서적 내용이 포함된

주제는 6명 이내가 적절하다는 안내를 참고하여 각 집단별 4-6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집단의 수는 포커스 집단면접은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각 연령대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집단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

회수는 집단별로 1회 또는 필요시 2회 시행을 계획하였다. 연구의 타당

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연령대의 두 집단을 각각 다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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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원활하고 풍부한 토론

을 위해 일부 집단은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하고 일부 집단은

아는 사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포커스 집단 설계

구성 원칙 목적 및 근거

20-30-40-50대 연령대별 분할

§ 출생 시기에 따른 일반적 세대구분고려

(baby boomer, X세대, N세대 구분)

§ 생애주기별 연령대별 특성고려

§ 병원 입사시기와 경력의 단계 고려

§ 풍부하고 원활한 상호작용과 토론 촉진

각 집단은 동일 병원근무자
§ 대화내용의 맥락공유와 원활한 상호작용

§ 토론 시간 확보의 용이성

동일 연령대의 두 집단은

각각 다른 병원근무자로 구성

§ 동일 연령집단의 병원특성별 차이 비교

§ 연구의 적용가능성 확대

낯선 집단과 아는 집단의 혼합 § 포괄적 토론과 심층적 토론내용의 확보

질문의 개발

면담에서 사용할 질문지는 초안을 만든 뒤 예비조사로 동료 대학원생

과 질의응답을 하여 질문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토하고, 포커스 집단연

구수행 경험이 많은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질문의 구성은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형식을 참고하여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을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연

령 및 세대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경험, 각 연령대와 세대에 대

한 긍정적, 부정적 생각이나 경험, 세대차이의 지각여부와 이유, 세대갈

등의 경험, 갈등발생시 대처방법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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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질문내용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작 질문 :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간단하

게 말씀해주세요

도입 질문 : 연령차이가 있는 동료 간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전환 질문 : 근무하면서 세대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동료 간호사와 세

대 차이를 느낀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말씀해주

세요.

주요 질문 1 : 다른 연령대(20대,30대,40대,50대)의 간호사에 대한 경험과 의

견을 나눠주세요. 각 연령대별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주요 질문 2 : 연령 차이로 인해 동료간호사와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 경우였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주요 질문 3 : 동료간호사와의 연령 혹은 세대차이로 인해 이질감이나 동료

관계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

끼게 되었습니까?

주요 질문 4 : 업무나 동료관계에서 연령 혹은 세대차이로 인해 심하게 불

편함을 느꼈거나 갈등의 경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

처하였으며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떠했나요?

주요 질문 5 : 여러 연령대의 간호사가 함께 일할 때 개인이나 간호단위(간

호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질문 : 지금까지 병원간호사의 연령 및 세대차이 경험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어주셨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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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선정

전국의 병원 중에 서울, 대구,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의 5개 병원을 임

의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모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병

원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잠

재적 연구 참여자의 연락처와 근무 스케줄을 확보하였다. 둘째, 연구책임

자 혹은 연구보조원이 잠재적 참여자의 근무일정에 맞추어 대부분 면 대

면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예비참여

자를 확보하였다. 셋째, 예비 참여자들이 교대근무 및 시차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예비참여자 중 다수 참여가 가능한 날로

면접일정을 확정하고 근무일정상 불가능한 자는 제외하였다. 다섯째, 해

당 면접 일에 참여 가능한 예비참여자를 연구 참여예정자로 하고, 면접

일 약 1주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구지침을 전달하고, 연구 참

여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토론 직전 면접 장소에서 다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연구 참여자를 확

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총 8집단 39명의 참여자를 확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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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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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집단면접의 수행

포커스 집단면접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

다. 토의내용이 곧 연구 자료이므로 원활한 초점집단 수행을 위해 참여

자에게 사전에 연구제목과 주제, 집단토의 참여자,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원하는 것, 보상내용, 집단면접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토의 시간은 2시간 내외로 하였으며. 초기 면접 자료 분석 후 면담 내용

보완이나 분석결과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와 효과적인 면담 진행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다니는 병원 인근의 카페, 병원 회의실, 참여자의 집, 연구자가 속해있는

대학교의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약 10여

분 간 연구자 소개 및 연구목적, 토의 진행방법 등에 대한 소개를 받고

서로 친숙해질 시간을 가진 뒤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공식면담을 마친 후

에는 대부분 간단한 질문 및 정리시간을 가졌다. 면담시간은 각 회당 1

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1회 면담을 시행한 후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 경우(30대-집단1) 2회의 면담을 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

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면담을 종료하였다.

당일 초과근무, 개인사정 발생 등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거

나 연구 참여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대 12명, 30대 11

명, 40대 10명, 50대 7명 총 39명이 각 연령대별로 2개의 집단으로 나뉘

어 면담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8개 집단 총 9회의 포커스 집단면접 녹음내용을 연구자

와 연구보조자가 기록한 필사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토의진행 중에

작성한 현장노트와 포커스 집단면접 직후 정리한 디브리핑 자료를 포함

하였으며, 총 A4 용지 200여 쪽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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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1507/001-002). 또한 연구 참여자에

게 연구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익명성 및 사생활보호,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과 연구 참여 철회의 가능함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면접을 진행하

였다. 또한 집단면접 등 자료수집과정에서 참여자가 느낄 가능성이 있는

심리적, 물리적 불편감과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참여자를 배려하였으며, 참여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

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2006)이 제시한 ① 수집된 자료와 친밀

해지기 ② 초기 코딩 생성하기 ③ 주제 찾기 ④ 주제 검토하기 ⑤ 주제

명명하기 ⑥ 보고서 작성하기의 6단계의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포커스 집단면접의 녹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기록한 필사본과 비교하면서 들었다. 의미 있는 내용은 표시하면서 자료

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

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의미

단위)을 추출하여 이름을 붙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고 유사한 의미의

코드를 묶어 범주화 하면서 주제를 찾았다. 초기에 도출된 주제가 자료

와 이론적 관점을 잘 반영하는 지 살피고 코드와 주제를 중심으로

thematic map을 작성하였다. 다시 초기 자료로 돌아가 기존의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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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은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재코딩을 하며 범주

를 추가하였다.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자료에 대해 thematic

map을 완성한 후 주제와 핵심주제를 정련하여 다시 명명하였다.

4.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

에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거쳤다. 본 연구자는 종

합병원간호사로서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하였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대한 내용을 접하며 이론적 민감성을

높였다.

대학원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과 ‘질적자료분석론’ 강의를 수강하였

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

을 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대한 학습과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여 하였고,

개별심층면담과 주제 분석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포커스 집단 구성원으로서 2개의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기

타 다양한 집단토론을 진행하고 참여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자는 포커스

집단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5.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 Sandelowski(1986)가 제시한 신뢰성

(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

(confirmability) 네 가지 기준을 따르고자 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연구의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상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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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가깝게 진실 되고 충실하게 기술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적 기술을 위해 면담내용의 녹음과 필사, 현장관찰 기록 등

이 요구되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의미대로 해석될 수 있

도록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의미에 집중하며 참여자의 점

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Maxwell,2012). 녹음내용을 수차례 듣고, 기록

과 비교하여 수정하였으며, 무작위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대조하여 정

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사기록과 주요코드를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일부 집단의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적합성(fittingness)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연

구결과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상황이나 참여자들에게 적용가능한지 독

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게 받아

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이론적 표집

방법에 의해 다양한 지역과 병원에서 다양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 지역에서 참여자를 구하였고, 다

양한 종합병원이 포괄되도록, 국립대학교 병원, 사립대학교 병원, 공공병

원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였다.

참여자가 아닌 다른 간호사에게도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연구결과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은 연구의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를 의미한다. 이

를 위해 이론적 표집을 비롯한 자료수집과정에서부터 자료 분석의 과정

을 메모나 일지, 한글 파일 등 기록으로 남겼다.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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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연구자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처리(bracketting)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확인

을 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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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8개의 포커스 집단을 총 9회의 면접을 시행하여 확보한 자

료를 반복적인 코딩과 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세대별 경험의 의미와 주제를 탐색하였고, 다음으로 참여

자가 다른 세대를 지각한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호업무수행,

조직행동, 동료관계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의 세대별 가치관과 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총괄하여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의

개념 지도(thematic map)와 주제 및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에 대한 개념모형을 제시하

였다.

제 1 절 연구 참여자의 특성

포커스 집단의 구성은 4개의 연령대별로 각각 2개의 집단으로 이루어

졌다. 각 포커스 집단별 참여자의 수는 20대-집단1은 7명, 20대-집단2는

5명, 30대-집단1은 5명, 30대-집단2는 5명, 40대-집단1은 6명, 40대- 집

단2는 4명, 50대-집단1은 4명, 50대-집단2는 3명이었다. 전체 참여자는

총 39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0대 집단은 25.3세, 30대 집단은

35.3세, 40대 집단은 46.1세, 50대 집단은 51세였다. 참여자의 총 임상경

력의 평균은 20대 집단은 2.7년, 30대 집단은 11.3년, 40대 집단은 21.9년,

50대 집단은 28년이었다(표4-1). 각 참여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표를

[(4-2)에서 (4-6)]까지 통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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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포커스 집단 참여자의 구성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집단1(N) 5 5 6 4

집단2(N) 7 5 4 3

평균연령(Y) 25.3 35.3 46.1 51

평균경력(Y) 2.7 11.3 21.9 28

참여자들은 3개 상급종합병원과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2곳에서 근

무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속한 병원은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및 대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및 공공병원으로

서 의료기관 특성에서 일부 공공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는 세

대별로 다른 시기에 병원에 입사하여 적응하였고, 다른 경험을 하며 병

원생활을 해왔다. 각 세대의 참여자가 병원에 입사한 시기와 입사이후의

경험한 주요변화는 대략적으로 그림(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 ( )안은 참여자의 입사시기

<그림 4-1> 참여자의 입사시기와 간호업무환경 변화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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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대 참여자의 특성

집단 참여자 연령(년) 결혼 교육 경력(년)

20-1

1 24 미혼 전문학사 3

2 26 미혼 학사 3

3 23 미혼 전문학사 2

4 24 미혼 전문학사 2

5 27 미혼 전문학사 4

20-2

1 25 미혼 학사 2

2 26 미혼 학사 2

3 25 미혼 학사 3

4 27 미혼 학사 4

5 25 미혼 학사 2

6 26 미혼 학사 2

7 26 미혼 전문학사 3

25.33 2.7평균

(표 4-3) 30대 참여자의 특성

집단 참여자 연령(년) 결혼 교육 경력(년)

30-1

1 36 기혼 학사 12

2 35 기혼 학사 13

3 30 미혼 학사 6

4 36 미혼 석사 11

5 36 기혼 학사 11

30-2

1 30 미혼 학사 7

2 37 기혼 학사 12

3 39 미혼 학사 14

4 39 기혼 전문학사 16

5 35 기혼 전문학사 11

평균 35.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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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40대 참여자의 특성

집단 참여자 연령(년) 결혼 교육 경력(년)

40-1

1 48 기혼 학사 22

2 46 기혼 학사 20

3 47 기혼 전문학사 25

4 49 미혼 석사 20

5 50 기혼 전문학사 27

6 44 기혼 석사 22

40-2

1 41 미혼 석사 18

2 43 기혼 학사 20

3 45 기혼 학사 20

4 48 미혼 전문학사 25

평균 46.1 21.9

(표 4-5) 50대 참여자의 특성

집단 참여자 연령(년) 결혼 교육 경력(년)

50-1

1 52 미혼 학사 28

2 52 기혼 학사 30

3 52 기혼 학사 28

4 50 기혼 학사 27

50-2

1 50 기혼 학사 28

2 51 기혼 학사 28

3 50 기혼 학사 27

평균 51 28



- 60 -

제 2 절 병원 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

1. 연령대별 세대차이 경험

각 연령대별로 세대경험을 보면 20대는 대체로 다른 세대에 대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갈등을 주요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40대와 50대는

다른 세대에게 직업적 가치나 동료관계에 대한 차이와 갈등을 느끼는 경

향이 있었다. 30대는 초반과 후반이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고, 인접한 연

령대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중간적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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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연령대별 주요 범주

세대   주요 범주 세대   주요 범주

20

§ 조직 서열 때문에 눈치봐야함

§ 귀찮은 일, 힘든 일을 맡아야하고 윗세대를 도와주

어야 함

§ 40 50대와 업무 우선순위와 초점이 달라 불편함

§ 시대변화와 세대 차이를 윗세대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함

30

§ 조직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낌

§ 위아래 사이에 끼어있어 부담스러움

§ 윗세대에게 해준 만큼 아랫세대에게 받지 못함

§ 아래세대에 적응하기 어려움

40

§ 전산업무가 늦고 업무능력이 과거와 달라짐을 느낌

§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역할 변화가 없어

위축됨

§ 또래가 적어져서 외롭고 눈치 보게 됨

§ 뒤처지지 않고 모범이 되고자 애씀

50

§ 전산업무와 새로운 기계에 서툴러 업무속도 떨어짐

§ 20 30대와 일의 우선순위, 중요도가 달라 힘듦

§ 간호사간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약화됨을 느낌

§ 선배의 자존심을 지키며 아래세대와 잘 섞이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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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간호사의 경험

20대의 주요 범주

§ 조직 서열 때문에 눈치봐야함

§ 귀찮은 일, 힘든 일을 맡아야하고 윗세대를 도와주어야 함

§ 40대 50대와 업무 우선순위와 초점이 달라 불편함

§ 시대변화와 세대 차이를 윗세대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함

20대는 배우는 입장에 있을 때는 윗세대 선배에 대해서는 나이보다는

경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이 많은 신규간호사를 교육시킬 때는 뭔

가 예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직 서

열을 의식해서 손이 많이 가는 환자, 힘든 일, 잡일 등이 있을 때 20대에

게 일이 넘어오거나 눈치가 보여 먼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경우 윗사람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할지 판단이 안서기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어떤 지적을 받게 될 때는 다 수긍되지는 않아도 일단 사과

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30대와 40대 간호사는 과거에 본인들이 선배에

게 해준 만큼 지금의 20대에게는 못 받는다고 서운해 하는 모습을 20대

에게 보이면서, 20대 간호사가 공휴일이나 주말에 원하는 휴일을 신청하

거나 좋은 근무 스케줄(휴일 휴무, 밤 근무 적을 때)을 배정받게 되면 시

기하고 기분나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30대와 40대가 육아나

가정사를 이유로 주말이나 휴일 휴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어 20대가

원하는 근무를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근무조정이 필요한 상황

이 생기면 20대에게 근무조정을 하도록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30대는 20대에게는 엄격하면서 본인 잘못을 지적하면 잘

인정하지 않거나 20대의 근거 있는 업무적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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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원티드 오프를 썼는데, 일이 좀 생기고 하면서 제 원티드 오프가 잘리
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도 일이 있으니까 내놓지 않으려고 했
었는데, 제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올드 선생님들이 불려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 쟤는 원티드 오프지만, 그런 상황에는 나와야
지 나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사람들이]그래서, 저는 그래도 올드에 
대해서 잘 존중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 권리라
고 생각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좀 화가 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약간은 세대 차이를 느꼈고, 그 때 그 올드 선생님들이 자기
가 저 같은 그레이드였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고, 당연히 올드 쌤이 불
려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원티드 했던 오프를 
포기하고 근무를 나왔는데, 요즘 애들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랑 가치관이 안 맞는 건지, 조금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20-2-7).

나이 많은 40 50대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접할

때는 힘들 것 같아 도와주게 되고, 나이 많은 선배간호사일수록 새로운

기계에 적응을 못하거나 컴퓨터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여 도움을 주

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40 50대가 환자에 대한 세심함이 있고,

중요한 일처리는 잘 하지만 다른 업무는 융통성 있게 하며, 일을 다음

근무 조에 넘기는 경우가 많고, 함께 일할 때는 40대 50대로부터 직접적

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 근무할 때 부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컴퓨터에 미숙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20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화
면을 많이 뒤져보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는데, 40대 선생님들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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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있니 하시고, 업무 외적인 뭔가를 만들어야할 때 항상 부르세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따로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절은 
못하겠어요(20-1-2).

또한 40대 50대와 업무의 초점이 다르고, 40대 50대 선배간호사가 의

사에게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나 처방 확인을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일하

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어떤 선생님들은 간호 처방 fee[처방수가]를 굉장히 obsessive하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aseptic한 거 굉장히... 그런 초점에 
대해서 저랑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confirm[의사처방 확인]이라
던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뒷 번이 편하게 일을 하
니까.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
요. 그러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confirm 안 되고. 저희는 day 때 
confirm을 다 받아놓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confirm 받아놓고 
뒷 번 evening은 신환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confirm이 다 넘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20-1-5).

40대 50대 간호사와 근무 중에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 대화주

제를 맞춰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연륜과 경험이 많은 선배의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특히 신규간호사 시기에는 50대 간

호사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 경험이 있고 의외로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

였다.

한편 윗세대 선배들이 20대의 복장이나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평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있고, 줄임말 사용에 대해서 기분나빠하고 20대

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응대라고 생각하는데 말대답한다고 지적을 할 때



- 65 -

가 있다고 하였다. 20대의 사생활과 권리를 인정해주고, 윗세대가 지나친

간섭이나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옛날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였

다. 요즘 20대가 윗세대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은 본인들이 새로 들어

온 신규를 보면서도 알고 있으나, 윗세대가 변화를 인정하고 20대에 적

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세대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을 더

해주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게 컴퓨터 화면을 보기 쉽

게 개선하고, 근무 신청을 전산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40대50대 간호사

는 조건과 장점을 고려해서 다른 업무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 들

어 의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간호

사로서 병원을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 얘기를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미 이 상황에 들어온 
간호사잖아요. 저희가 이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연스럽게 들어간 건데, 자꾸 옛날 얘기를 강조하니까, 선생님들이 얘기
하는 그런 상황은요,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
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간호 상황이랑 안 맞게(20-1-2)

2) 30대의 경험

30대의 주요 범주

§ 조직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낌

§ 윗세대에게 해준 만큼 아랫세대에게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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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사이에 끼어있어 부담스러움

§ 아래세대에 적응하기 어려움

30대는 어느 틈에 선배들의 이야기가 공감되기 시작하였고 20대와 말

이 잘 안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새로 들어온 신규간호사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리다는 생각, 잘 모를 것이라

는 생각이 들어 챙겨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20대 간호사를 보면 새삼 젊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표현이나 주장

도 잘하고,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자유로우며, 영어나 외국어에 능숙하고,

각종 정보기기도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들이 뒤로

처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과거에 자신들이 선

배를 대했던 태도와 달리 20대가 선배간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돌할

정도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조직의 분위기

가 많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되어 당황스러운 한편, 자신들은 변화 가운

데 끼인 세대라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30대까지는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선임들이 
말하는 건 곧 법이었거든요. 근데 [20대들은] 내말을 법으로 안 느끼
더라구요. “아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20
대들이 느끼는 선배의 모습과 우리가 느끼는 선배의 모습은 다르다는 
생각......(30-1-2).

안 좋은 걸 계속 답습하자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낀 세대 같은 기분 있잖아요. 올드에게 당할 때는 
당하고, 신규들에게는 대접 못 받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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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입력이나 검색에 능숙한 20

대가 선배보다 업무처리가 빠르고 40·50대는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예전에 간호처치가 능숙한 경력자가 업무속도가 빨랐던 것과는 다른 모

습이라고 하였다.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자체보다는 환자 간호를 질적으로 보다 잘 하면서 선배의 모습을 보

이려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이 늦은 40·50대를 보면 뒷일을 챙겨야 해

서 부담스러운 마음과 선배에 대한 안쓰러움이 느껴져 양가감정을 겪기

도 하며, 30대가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 하는 것이 벅찰 때가 있어서

적당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니에
요. 도와준다고 한 거고, [그대로]하면 되는데, [그 20대 간호사는] 자
기가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연차가 높
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도 못하고. 서로 일하면서 “어떤 방식이 편
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30-1-5).

요즈음의 20대는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하고, 업무도 자기에게 할당된

일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기존에는 당연히 20대가 하였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정리정돈, 물품 챙기기 등을 누가 할 것인지 암암

리에 신경전을 하거나 20대가 아닌 세대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20대는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면 본인 주장이 강해져 20대가

다수인 곳에서는 간호사간에 융화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연령

대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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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대의 경험

40대의 주요 범주

§ 전산업무가 늦고, 업무능력이 과거와 달라짐을 느낌

§ 열심히 일 해온 데에 대한 보상과 역할 변화가 없어 위축됨

§ 또래가 적어져서 외롭고 눈치 보게 됨

§ 뒤처지지 않고 모범이 되고자 애씀

40대는 환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여유가 생기는 것은 느껴지지만 체력저하, 기억력 감퇴로 업무능력이 과

거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20·30대보다 전산업무능력이 떨어져 의기소

침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에 병동 들어와서 2, 3년차 되면 어지간한 것도 알고, 엄청 
빠르잖아요. 타자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런걸 보면서 속도가 정말 빠르
구나. 저 친구들이. 그렇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있죠. 특히 나이가 먹
으면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이든 사람이 말을 하니까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40-2-3).

40대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면서 경력이 쌓였

지만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할 수 있거나 역할이나 업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신규와 같은 일 하면서 대우는 더 못 받는다는 느

낌이 들어 열심히 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 밀리지 말아야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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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나 우리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하다시피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을 하
는데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일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이게 어
쨌든 인력낭비거든요... 대우 못 받는 느낌도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렇
다고 일을 더 쉽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이 더 힘들게 하는...(40-2-2)

같이 근무하는 20대 간호사가 자기 권리 주장을 잘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할 때나, 근무조정이 필요할 때 선배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주장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0대끼리 모이고 집단적

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20대가 많은 곳에서 40대가 혼자 있게 되면 고

립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 20대와 사고방식과 관심사가 많이 달

라 일상적인 대화에 끼기 어렵고 20대 간호사는 선배의 조언이나 배려

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먼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 20대에

게 다가가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20대와의 대화단절을 피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면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간호단위에 또

래 간호사 수가 적어져 외롭고, 40·50대가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면서 아

래세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지고 20·30대의 반발을 꾸짖기보다는 억지

로라도 수용하는 쪽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젊은 수간

호사와 세대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과 간호부에서 20대의

사직을 막기 위해 20대 신규를 우선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40·50

대 장기경력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경험하기 어려워 서운함을 느

끼기도 하였다. 여러 세대가 골고루 있거나 경력자가 많은 병동이 간호

사간 협력이 원활하고 분위기가 좋으며, 수간호사가 중심을 잘 잡으면

간호사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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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인턴들도 거의 20‧30대고 저희는 40대잖아요. 그런데 간호사
들도 20‧30대잖아요. [서로들] 너무 이야기가 잘되는데 우리는 거의 
엄마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물건 가지러 가고 하면 신나게 이야기 하
다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웃음) ‘웬 일로 오셨냐?’고 이런 식으로 얘
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 웃음
(40-1-3) 

[20대에게] 나름대로 조언이라든가 아무튼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거
기에 대해 오히려 더 서운해가지고 마음 상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구요. 우리 같은 40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이[20대] 친구들은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40-1-2).

나이 들어 다른 간호사에게 피해주거나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모범이 되어야할 것 같은 부담과 책임이 느껴져 더 긴장하고 열심히 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뚜렷한 권한이나 지위가 없이 신규 교육에 대

한 부담이나 책임영역이 늘어나서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부서이동 할

때 적응하기 힘들고, 세대 차이와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알아서 눈치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나이가 들
어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 
싫기 때문에 혹시나 빠질까 봐 더 전전 긍긍하고 미리 해야 할 것 같
고,......안하고 갈수도 있어 내가. 근데 올드니까 미루고 간다는 말을 
듣기 싫은... 그런 게 생기고... 눈치를 보긴 해요(웃음)(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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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대의 경험

50대의 주요 범주

§ 전산업무와 새로운 기계에 서툴러 업무속도 떨어짐

§ 20대 30대와 일의 우선순위, 중요도가 달라 힘듦

§ 간호사간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약화됨을 느낌

§ 선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아래세대와 잘 섞이기 위해 노력함

50대는 전반적인 일의 흐름은 잘 알고 숙련되었지만 업무가 전산화되

어 전산업무의 비중은 커지다보니,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것에

서툴러 한참 어린 후배보다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세대 차이를 많

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해온 일인데도 업무 속도가 떨어

지고 업무를 잘 빠뜨리게 되고, 최신 내용을 습득하거나 이해하는데 늦

어 예전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장기경력간

호사에 대한 지원이나 재교육 기회도 거의 없어 안다고도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고 하였다.

IV는 그렇고 의사들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이렇게 막 머릿
속에 다 들리는데 차팅할 때 보면 [20‧30대는]옆에서는 막 다다다 해
서 벌써 다했는데 [나는]정리를 한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끝나
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팅이 늦으니까 거기서 세대 차이
가 나. 이게 안 외워져요 자판이...(50-1-3)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고 병원인증평가 시행되면서 평가를 의식하고

컴퓨터 기록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병동이 PC방 같은 느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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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20 30대는 컴퓨터로 환자정보를 검색하고 확

인하는 것이 환자를 직접대하는 것보다 주 업무가 되는 경향이 있고 환

자에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간호업무를 도급

맡듯 내 것을 맡아 각자의 일만 끝내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 간호사들

이 다른 간호사나 전체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시

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빨리 마치는 것에 중점을 두다니 보니 간호의 원

칙이나 기본개념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젊은 30대나 20대 간호사를 보면, 일의 순서가 저랑 좀 달라요. 중요
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이야기해본들 [젊은30대와 20대]자
기는 그렇게 생각안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니까. 그럴 때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의식 하는 것 같아요(50-2-3).

예전에는 업무에 대한 선배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지금 20 30대와 업무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야기를 해도 잘 수용되지 않

고, 소통이 되지 않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간의 업무

에 대한 조정이나 합의가 필요할 때도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

처방에 관한 문제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간호사들 간에 항변이나 공

동대처도 잘 안된다고 하였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20 30대는 바쁜 동료

간호사를 돕기보다는 의사업무를 도우는 경우도 많아 의사에게 더 종속

적이 되어가는 분위기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특히 기능적 간호방법에서

팀간호방법(사실상 환자분담방법)으로 바뀐 참여자의 경우 더욱 크게 느

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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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처방을 받지 말자고 간호부에서 무수히 페이퍼를 만들어서 하게 
했어. 그런데 일이 안돌아가니까 간호사들이 계속 처방을 끊어. 우리가 
닥터 아이디랑 다 가지고 있어. 사실은 특수파트 NS[신경외과]같으면 
수술하러 닥터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간호사가 끊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런데 내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안 그래도 돼. 처방을 늦게 받
아도 돼. [그런데]그런 것을 하지말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안 되더라고...(50-2-1)

장기경력자가 되어 일을 제대로 안하면 스스로 자부심도 안생기고, 아

래세대들이 대들거나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아, 선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려 애를 쓰게 된다고 하였다. 나이 어린

후배간호사가 40대 50대 간호사를 같은 일을 한다고 동급으로 여겨 일

못한다고 뒤에서 욕을 하거나, 직접 언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상처

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기회도 적고, 근무할 때 말이 잘 통하는

대화상대가 없어 고립되지 않고 선배의 역할을 하면서 아래 세대 후배들

과 잘 섞여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20대와는

나이차이가 많아 공통관심사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대화와 역할을 통

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식사를 사주며 교류하고 소통하려

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많고 간호 인력이 적어 선후

배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또

여러 세대가 고루 섞여야 업무와 관계가 원활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경력과 무관한 장기경력자의 부서이동은 선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

고 간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경력간호사의 역할을 살

리고 간호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단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

며, 명실상부한 팀제를 하는 등 간호업무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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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병동 20대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에요. 딸 같은 애들하고.(웃음)하여튼 
뭐 그래요. 사실 병동에서 나이 때문에 고립되는 게 되게 저는 두렵더
라구요. ...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밥도 많이 사줘요. 어린 사람들과 밥
도 잘 먹고. 술 먹으러 가자고 해서 술도 먹고 그러면서 많이 좀 하죠. 
교류를 하려하고 소통을 하려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동에서
도 너무 적막강산은 아닌 거 같아요(50-1-4).

욕창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환자사정...[관련]자료를 모으고 만들고... 
시키지도 않은 컨퍼런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하고 이런 짓을 하
면서 내가 이렇게 [후배에게]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
야 하나? (웃음) 서글프다(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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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세대에 대한 지각

20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지각

2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 모두가 20대에 대해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었

다. 다른 세대들은 20대가 정보화기기를 잘 다루고, 입력이나 검색 등 컴

퓨터를 활용한 업무에 능하며 업무속도가 빠른 점, 영어회화나 외국어에

도 능하고 많은 부분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 있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

고 있었다.

다른 세대(30대 40대 50대)들은 모두 20대가 자기중심적이며 권리주장

이 강하며, 동료관계나 환자관계 등 인간관계에 무심하다고 느끼고 있었

다. 다른 세대는 20대가 사고방식이나 취향 등이 다른 것과 함께 선배간

호사와 동료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공동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

았고, 20대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였다. 또한 20대가 처치수행이나 전산

업무는 빠르게 잘 하지만 환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거나 간호전문직집

단에 대한 애정이나 정체성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세대가

보았을 때 20대는 대체로 환자보호자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고 환자를 이

해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고, 단순한 직장 일

처럼 기계적, 사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언제라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생활에 대한 개념이 약하여

자신의 일 외에는 무관심하고 모르는 척 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함

께 일하는 동료나 윗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윗사람과 상의가 필요한

업무도 상의 없이 혼자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20대는 업

무 중에 스트레스 상황에 접하게 되면 참는 것을 힘들어하고 쉽게 울거

나 분노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0대는 궁금한 것들은 책을 보거나 선배에 묻기보다는 인터넷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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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주로 해결하는 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나 선배간호

사와 먼저 상의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부모를 통하거나, 바

로 간호부나 병원조직의 상층, 의사, 노동조합 등 동료간호사 집단이 아

닌 외부집단에 직접 접촉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취업난속에 경쟁을

뚫고 입사한 탓인지 권력관계에 민감하며, 권력에 위축되고 순응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0대는 의사를 직속상

관처럼 여겨 직접 상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적인 친분을 추구하거나,

의사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의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참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윗사람에 대해서는 예스맨의 모습을 보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선배

나 동료간호사, 특히 같은 20대 후배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도 잘하지만 고쳐지

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 받기, 물건 챙기기나 정리정돈은 반

복해서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자기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컴플레인 너무 심해서 보호자들이 나올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표정이 얼굴에 다 나
타나는 거죠.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간호사
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 있는 간호사로 보이는 거죠. 그
랬더니 환자들은 몇 명의 간호사들한테 치료받기 싫다고 할 때도 있어
요. 그만큼 좀 참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40-1-3).

20대들 그냥 좀 병동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일하는 곳이고, 그냥 자긴 적당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병동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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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안되고, 그냥 난 했으니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도 있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
에 대해서 조금 매너가 있었으면...(30-2-1)

30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지각

다른 세대들은 30대를 업무를 많이 알아 자신감이 많고, 업무의 중심

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세대들에 대한 배려는 약하다고 보았다. 20대

참여자들은 30대가 업무에 능숙하고 병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20대

와 공통점도 많고 도움을 주는 부분도 많으나, 한편 무섭고 불편한 존재

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0대가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

는 식의 핀잔을 주거나 도와줄 때도 생색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독

설을 하거나 일을 배워야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30대 초반은 의복이나 취향, 줄임말 사용 등이 비슷하여 잘 이

해주고, 밤 근무를 같이 하는 입장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하였다. 30대는

20대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20대가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시샘하며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 일-가정병행에 대한 배

려를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대 선생님들은 병동 돌아가는 걸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반면에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들이 30대 선생님들이세요. 어떤 선생님은 질문하면 친절히 알
려주는 반면에, “너 아직도 그 연차 되도록 모르니?” 이렇게 대답하시
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40대 선생님들은 포용력으로 안아주시기는 하
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안아주는데, 30대 선생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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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듀티에 예민하니까, [근무표가]나오면 병동 보통 4개에서 5개 
나이트 하는데, 이번 달 나이트가 몇 개 나왔나 이런 거 보거든요. 근
데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 20대니까 어쨌든 제 생
각에는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30대 선생님들은 나이트는 
20,30대가 하니까 20대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어리다고, 어린 애들보다 나이트 한두 개 더한
다고, 그거 가지고 되게 스케줄 나오는 날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런 
건 조금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나이트도 그렇고 주말 오프 
받는 것도 가져가라고 하시면 주말 오프는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20-2-6). 

40대와 50대가 보았을 때 30대는 성향이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지는 경

향이 있고 30대 초반은 20대 후반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 30대

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가장 활동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

으로 다른 동료나 부서 등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

았다. 일 넘겨받는 것을 싫어하며, 20대에게는 지나치게 엄한 잣대를 적

용하여, 넘어온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폭언이나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육아나 가정사를 이유로 근무시간 외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20

대에게 일을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40 50대 선배로부터 업무를

인수 받을 때도 남은 업무를 하고 가라고 먼저 말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고 하였다. 특히 40 50대 간호사가 부서이동해오면

텃세를 부리거나 선배간호사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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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간호사가]일 좀 할 줄 안다고 [20대를]잡아요... 이게 조금 조
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더라구요. 그냥 막 잡아요. 그래서 너
무 하나부터 열까지 반말해가면서... 어쨌든 신규라 해도 성인이거든
요. 근데 반말하면서 “이거 하고 가”, “저거 하고 가”, “이거 했어?”,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30대가 40대 욕을 해요. 40대가 일
을 너무 못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50대한테 40대 혼 좀 내라고 그 얘
기를 하죠. 자기네는 얘기 못한다며...(50-1-3)

40 50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지각

20대와 30대 참여자들은 40대와 50대가 체력조건이나 업무속도 이외에

는 뚜렷한 차이가 없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0 50대는

전산업무가 서툰 경우가 많고 체력이 저하되어 업무속도가 늦다보니 중

요한 것만 챙기고 세세한 일들은 다음 근무조로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30대에는 활발하던 사람도 40대에 접어들면서 일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옆에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40대가 관대하면서도

일도 숙달되어있고 50대보다는 체력이 좋아 같이 근무하는데 가장 좋다

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40대와 50대는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능숙하고 대처를 잘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나 행정 처리에 능숙한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40 50

대 간호사가 수간호사와 관계가 좋거나 간호단위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

게 되면 간호단위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20대30대는 40 50대와 업무방법이 많이 달라서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어

려움이 있지만 인생선배로서 인간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특히 신규 때 50대 간호사와 엄마와 딸의 관계처럼 정서

적으로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30대가 보기에 40 50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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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사람과 본인편한 위주로 근무하려는 사람으

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업무가 늦은 40 50대

를 보거나 부서이동 되어 오면 업무적응이 늦고 넘기는 일이 많아 부담

스럽고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전 오히려 40대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30대 분
들은 에너지는 에너지도 넘치고, 사실 일도 잘 하시지만, 아까 말했듯
이 너무 세세하게 챙기거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해도 되는데, 본인이 저걸 계속 챙기고 있으면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구요. 근데 40대 분들은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계시니까 
그건 다 짚고 넘어가시면서, 그렇다고 세세한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
거 했니?”, “이거 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니까 좀 덜 피곤하고, 그리
고 50대보다는 체력이 있으니까 좀 덜 지치고 일하시고 해서, 가장 어
떻게 보면 일할 때 내가 이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고 이러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20-2-4). 

50대 선생님이 계셨는데... ... 근데 일은 정말 느리고 그런데, 그 선생
님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환자, 보호자 컨트롤을 잘 해요. 액팅 아
웃하거나 그러면 본인 일은 제쳐두시고, 티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거
를 다 가라앉혀요. calm-down을 시켜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이런 액
팅은 늦지만, 환자의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되게 잘 하시더라구
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 우리가 못하는 그런 환자 보호자 컨트롤하
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화난 보호자들 특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니
까 환자들도 함부로 안 하는 경향도 좀 있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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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구분 20대 30대 40대50대

20대

의

지각

§ 20대와 공통점 많음

§ 업무를 잘 알고 도와줌

§ 엄하고 20대를 잘 인정 안함

§ 일 가정 병행에 대한 배려 강요

§ 정서적으로 의지

§ 풍부한 경험이 도움이 됨

§ 전산업무 서툴러 도와주어함

§ 업무방법 다르고 일을 넘김

§ 같이 일할 때 부담됨

30대

의

지각

§ 전산업무능력탁월

§ 외국어 등 재능 많아 부러움

§ 자기중심적이고 권리주장 강함

§ 선배와 잘 상의하지 않음

§ 업무태도가 두 유형으로 나뉨

§ 양가감정을 느끼게 됨

§ 위기대처, 대인관계, 환자와의 의

사소통이 능숙함

§ 업무 속도 느려 일을 많이 넘김

§ 경력에 대한 자존심과 고집 있음

40 50

대의

지각

§ 전산업무능력탁월

§ 외국어 등 재능 많아 부러움

§ 자기중심적이고 스트레스에 약함

§ 권력에 위축되어있음

§ 선배와 잘 상의하지 않음

§ 업무에 능하고 중심의 역할

§ 육아집중: 근무 외 활동 소극적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부족

§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커서 마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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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간호업무와 동료관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

20대 30대(초반) 30대(후반) 40대 50대 세대차이 경험(갈등지점)

간호

업무

§ 경력무관 업무분담 동일원칙

§ 분담된 업무완료에 중점

§ 처방확인, 처방수행과 보고 우선

§ 전산 기록 중심

§ 경력에 따라 업무 차이(공동업무,

비전문적인 일은 후배 업무)

§ 환자 상황, 의사소통 중시

§ 환자 상황에 따른 보고 및 확인

§ 기본간호 중시

§ 인수인계시 및 공동업무의 책임

§ 전산관련업무 비중의 차이

§ 의사에 보고 및 처방 확인 기준

§ 장기경력자 교육 시 서로 불편함

조직

문화

§ 개인생활, 개인시간 확보 중시

§ 개인상황에 따른 정시 출퇴근

§ 권력에 순응 경향

§ 상의보다는 개인적인 판단

§ 이직의도 높음

§ 집단문화 중시

§ 동료와 동시 퇴근 관행 중시

§ 업무에 대한 상의와 공조 중시

§ 재직의도 높음

§ 선배 의견 수용 정도

§ 업무에 관한 공동대응 잘 안됨

§ 전체 활동, 간호단위모임 어려움

§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개인행동,

무단 사직, 민원제기 등)

동료

관계

§ 20대의 동등한 권리와 이해 원함

§ 위 세대 배려 수준 고민

§ 동료관계에 소극적임

§ 연령, 경력 고려한 배려 원함

§ 일-가정 병행 배려 원함

§ 동료관계 중시-관계형성 시도

§ 밤 근무, 주말 휴무, 근무신청 및

변경 시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

§ 공통의 경험과 관심사가 부족함

§ 동료(인간)관계형성 어려움

의사

소통

§ 선배와 업무에 대한 직접적 의사

소통 어려움(뒷담화)

§ 직접적 의사소통 시도함

§ (30대는 공격적 의사소통)

§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 어려움

(빠진 일, 업무방법의 차이 등)

§ 의미공유의 어려움(줄임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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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업무와 동료관계 등에 대한 관점과 태도

1) 간호업무

참여자들은 세대별로 간호 업무에 대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다른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20대와 40 50대는 많은 차이점을 느끼고 있었다.

20대는 본인의 근무 시간에 분담된 환자에 대한 처치나 관련 업무는 본

인 업무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40 50대는 근무시간에 주어진 처리해야할 업무 자체에 매이기보

다는 환자의 상황이나 동료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20대는 40 50대가 중요한 것만 자신이 처리하고 다

른 사소한 것을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40 50대는 20대와 30

대가 시간 내 빠르게 일 처리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간호업무의 기본개

념이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0대는 전산업무 기록이 있는 것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전체적으로 파

악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의사의 진료중심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40 50대는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나 검사 정보검색

이나 입력 보다는 환자와의 관계나 교육,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환자의 기본간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한 20대

는 근무 시간 중 환자상황 변화에 대해 세세한 부분도 의사에게 보고하

고 의사 처방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크게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의사

와의 의사소통이나 환자 상태 파악이 능숙한 40 50대는 의사에게 보고하

거나 처방을 받는 것은 환자상태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간호사가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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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대가 환자상태변화에 대한 보고나 처방확인을 선택적으로 하는 경

우 업무인수를 20대가 받게 되면 의사와의 갈등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는 내과병동 같은 경우에는 랩 확인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진 않
았어. 그러면 특별히 그 사람이 예전에 Hb 문제가 되었다거나, EKG 
상에 큰문제가 있어서 CK확인을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런 환자 정도를 
확인하는 하는데,  내가 총 18명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들 랩을 다 확
인을 하고. 밑에 저 연차 간호사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팀을 맡을 때 그것 까지는 다 못하거든. 나는 
일을 정도에 맞게 한다고 중심에 놓고 하고,......내가 해야 될 일을 중
심으로 보잖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20대]애들은 인계를 줄 때 
타이트 하게 되어 있어야한다는 거라. 나는 환자를 보는 측면에서 보
고, 이 환자 상태에 대한 거를 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을 하
는데, 애들은 랩을 꼭 확인하고...(50-2-1) 

인증평가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 체위변경 이런 거 우리가 해주고 있는
데 하루에 몇 번 쌓이면 시트에서 그걸 [기록]해야 나중에 인증평가 
때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게 ICU는 20가지 정도 돼. 두 번 짜리도 있
고 세 번 짜리도 있어서 전부 checking checking 하는데 피부간호 무
슨 간호... 하기는 하는데 “이것들을 한번에 checking 하면 동일한 시
간에 [한 것처럼] 되니 누가 믿겠어? [그러니] 적어도 5분 간격을 두
고 사인을 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기절하겠어. 그러면 병원에 와서 
환자는 안보고 컴퓨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간호하
러 왔냐?, 환자 간호하러 왔냐?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많이 이야기 해
가지고 결국에는 바꿨어(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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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욕창 발생에 대해서, 그게 환자의 중요한 면이긴 한데 그게 전
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욕창에 대해서 한 번 꽂히기 시작하면 모든 
환자를 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절대 그건 일어나
면 안 되고, 왜 이건 이렇게 했냐고. 사실 그게 그 사람한테 그거 말고
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20-1-1).

유난히 40대 선생님들 보시면, C-line이 있는데 이 쪽 피부가 벗겨졌
다는 이런 것, 저희가 무시할법한 그런 걸 엄청 잘 집어내요. 이쪽 피
부 벗겨진 거나, ecchymosis 생긴 거나... 이런 걸 한 개 한 개 꼼꼼
하게 보더라구요. 그래서 바이탈은 다 놔 버리고, 이런 걸 ICU에서, 엄
마 같은 마음으로 애기들 보듯이 피부 같은 거 유난히 신경 쓰고, 대
변 같은 것도 저희는 무른 변, 설사, 정상변 이렇게 나누는데, 색깔부
터 시작해가지고 양상을 진짜 무슨, 꼼꼼하게 그걸, 안 저래도 될 거 
같은데, 환자 바이탈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뭔가 조금 주부의, 뭐라
고 해야 하지 아줌마 마인드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딱 보였
어요(20-2-5). 

20대는 대체로 전체적인 업무는 경력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분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밤근무나 병동공동의 업무

나 비전문적인 일도 같이 분배해서 하는 것이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30대와 40 50대는 경력에 따라 업무의 구분을 두어야

하고 공동의 업무나 비전문적인 일은 가장 아래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

고 하였다. 이런 차이 때문에 20대는 다른 세대가 부적절하게 20대에게

일을 넘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세대들은 당연히 아래세대

가 해오던 일, 해야 할 일을 지금의 20대가 안하고 있으며, 선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는 경력에 따른 조직

내 위계서열 때문에 알아서 일을 해야 하거나 혹은 40 50대의 경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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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서툴거나 노화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선까지 도와주고 본인들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다.

저희 ICU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ECMO[체외순환기]나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나 Ventilator[인공호흡기]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런 환
자들 대부분 저희한테 받게 되고, 정 안되면 올드 선생님이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엄청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제 일을 못해서라도 올드 
선생님의 바이탈을 해준다던가... (20-2-5) 

잡다한 일 같은 것 그런 것 허드렛일 도와주면서 약간 눈치껏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외에도 서로 공유되는 일 그런 
건 거의 막내가... (20-2-7)

prn근무는 보통 중간 년차들이 많이 하는데, 왜냐면 잡일 같은 것 많
고, 옆팀 도와줘야 되고, 전화 받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올드 선생님
들이 은연중에 꺼리는 걸 내비치셔... (20-2-6) 

간호사 세대 간의 업무와 관련된 갈등은 주로 전산업무, 책임소재가

애매한 공동의 일, 인수인계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일, 인계시점에 새로

발생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와 의사처

방 확인 기준 등 대한 것이었다. 장기경력자가 부서이동 되어 해당 간호

단위의 업무에 대한 교육, 새로운 기계와 장비사용방법 등을 20대가 윗

세대에게 교육해야 할 때 서로가 부담스럽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었다. 10년 이상 경력자가 복직하거나 전보되어 오면 20대

가 해당병동업무에 대해 알려주거나 빠진 업무를 지적할 때 경력자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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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을 받아들이고 잘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 말하기 어려우며, 또 한

번 가르쳐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설명을 반복해야하는 고충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세대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세대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었다. 20

대는 공동의 일이나 전화 받는 일도 윗세대가 같이 하고 사소한 업무처

리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세대는 20대에게 물품

받기나 간호단위 정리정돈 등 비전문적인 일, 공통의 일을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30대의 경우 40대50대에게

는 간호조직체계의 어른 역할, 간호조직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윗세대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화 안 받아요 계
속...(20-2-3). 

저희 때는 뭐 이브닝이나 데이나 하고 나면 드레인 통도 치워주니까, 
뒤에  처치실도 좀 치우고 가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거
의... 얘기를 해도 별로 안 치워놓고, EMR 카트를 쓴다든지 하면 물품
을 채워 놓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하
기는 좀 치사하고, 한두 번 얘기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30-2-1) 

오시면 자기보다 연차가 낮은 선생님한테 한 1주일동안 프리셉터-프리
셉티 교육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개만 끄덕이
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
주일 뒤에 독립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어요. 저희가 
다 도와줘야 되고, 챠팅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되고......복직자 선생님
들 오시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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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문화적 행동

20대와 30대 초반은 대체로 다른 세대보다 개인생활과 개인시간 확보

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간호단위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에도 20

대는 개인 일정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으려하는 반면 40 50대는 전체 일

정에 맞춰 개인의 일정을 조정하고 전체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 간호단위 출퇴근에 대해서 그간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래 연차가 일

찍 출근하고, 퇴근은 늦게 하거나, 혹은 일이 끝나지 않은 선배나 동료간

호사를 도우며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하는 것이었는데 20대와 30대 초반

은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정시에 출근해서 본인 일이 끝나는 대

로 시간 맞춰 먼저 퇴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동료관계가 돈독해지는

자발적인 회식문화가 있었는데 20대는 그런 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생

각해서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신 20대는 20

대 끼리 소집단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간호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윗세대는 서로 상의하여 공조를

취하는 것이 익숙한 반면, 20대는 동료나 선배와 상의를 잘 안하고 개인

적인 판단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의사와의 마찰이나 관련

된 문제가 생길 때도 20대는 의사와의 직접접촉이나 개인적인 관계로 해

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선배

나 동료와 상의하기 보다는 직접 조직의 윗선이나 간호단위 외부로 민원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병원근무의 지속에 대해서는

20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사직을 생각하거나 처음부터 단기간의 근

무를 계획하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전 예고 없이 무단으로 사

직하거나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있어 간호단위에 혼란을 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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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고 하였다. 30대는 육아문제나 가정사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40 50대는 간호사로서의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행사라든지 컨퍼런스 뭔가 있을 때에도 윗 년차인 사람들은 거기에 맞
추려고 하고 지금 어린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규나 아래 년차들
은 조금 더 개인주의 자기 스케줄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자기는 뭔가 
있으니 “이번에는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한다던지 안하
려고 하던지 하는 그런 게 있는 경향?(30-1-1)

예전에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가서 끝나고 밥을 먹기도 하고 했
는데 요즘 신규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업
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호의일 뿐인데, 그냥 호의고 
내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약간 부담스러워서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30-2-1)

[20대는] 일을 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도와주는 
것을.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꼭 시켜야지만 하고. 그리고 대답
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못들은 척하고(40-1-5).

3) 동료 관계와 의사소통

전반적으로는 다른 세대는 모두 20대의 특성에 대해 이질감과 불편함

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20대가 개인주의

가 강하고 동료관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아 다른 세대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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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게 거리감을 갖거나 동료관계 형성을 어려워하였다. 20대가 어느

정도에 업무에 익숙해지면 부탁이 잘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20대에

게 부탁하거나 지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대의 입장에서

는 경력자에 대한 배려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

가 있다고 하였고, 자신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처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20대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못

받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40 50대는 다른 세대가 많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는데 비해 20대가 많은 병동은 간

호사간의 협력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사 좀 밝게 할 수 없냐고, [20대에게]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런데 또 말하기에는 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해 
볼 껄 그랬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30-2-2) 

세대 간의 관계를 보면 20대는 20대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고, 윗세대

와 굳이 깊은 대화를 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생각을 크

게 하지 않는 편이며, 다른 연령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30대는 20대에게 엄하고 다소 공격적이면서도 20대와의

인간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힘들어하고 있고, 40 50대의

경우는 20대에게 조금 더 관대한 입장에서 20대와 관계형성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의 경우도 40 50대 간호사를 부모와 비교해보며 다

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

다.

간호사들의 동료관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세대끼리 어울리

고, 다른 세대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을 잘 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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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편 동료관계에서의 차이나 갈등은 원하는 근무 신청과 조정에

서의 우선순위 문제, 밤 근무와 관련된 부분, 문제발생시 대처와 관련된

부분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연차 많은 선생님들은 어머니 나이잖아요. 해서 
둘이 같이 밥 먹거나 할 때,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세대 차이를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병원에서 계속 그 선생님들도 젊은 사람들하
고 일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세대 차이를 잘못 느껴서, 대화도 잘 되
고, 보는 예능도 똑같고... (20-2-1)

참여자들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각 세대는 서로간의 나이 차이가 많아지면서 공통의 관심사

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없어 일상적인 대화에도 부담을 느

끼고 있었다. 또한 40 5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격차가 커서 서로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도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뜻이 전달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0대는 30대 초반은 줄임말도 이해하고 말

하기가 편한데 40 50대가 줄임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줄임말 사용을

좋아하지 않아 대화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였다.

20대는 나이 차이가 많은 윗세대와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어

려워해서 잘 안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

다. 20대가 윗세대에 대해 업무에 관한 어떤 불만이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40 50대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경우

가 많다고 하였다. 30대의 경우는 20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해 지

적을 할 때 폭언이나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세

대는 20대에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만 20대가 선배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필요한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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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사과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20대는 선배로부

터 어떤 지적을 받게 되면 내용이 다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그럴 때에도 일단 사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20대면 같은 세대다 보니까 얘기하는 공통 관심사가 아무래
도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에 얘기할 때 편한 것도 있고, 굳이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데요. 위에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할 때
는 티타임이나 아니면 근무 중에 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에 맞
춰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데요(20-1-1).

욕 좀 안했으면 서로 모두가. “선생님 저 불만 있어요.”라고 말 좀 했
으면 그게 세대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50대 선생님한
테 “선생님 일 좀 하세요” 이렇게 말도 좀 하고.... “선생님 이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그
리고 없는데서 진짜 험담 좀 안했으면...(30-1-2)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인계를 할 때도, 만약에 그 날 하
루가 바빴으면 정말 빠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대 50대 선
생님들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응? 응?” 해가지고, 다시 또 “아, 그러
니까요...”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하는 그게 있는데, 30대 선생
님들이랑 인계를 드리면, 서로 빠르게 말하는 것도 있고, 줄임말을 해
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인계를 해도 이해도가 빠르다는 거죠
(20-2-3).

저희는 환자 파악을 ‘환파’라고 그래요. 환파하러 병원 왔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서슴없이 꺼내면 “너는 왜 
그런 말을 쓰니?”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특히 30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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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은 “너네 뭐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40대 선생님들은 
소외감 느낀다고 쓰지 말라고, 풀어서 쓰라고... 30대 선생님들 중에서
도 쿨하게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선생
님이 있더라구요(20-1-2).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부분보다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난 
많이 느끼겠더라고. 우리 병동 같은 경우에도 신규가 5명이 있었거든
요. 나이가 다 20대 초반? 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었는데. 실제 우리식
의 표현이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빨리 못 알아듣고
(50-2-1)

3.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

연구 참여자의 세대차이 경험의 의미와 유사한 범주를 모아 정리해보

면(그림 4-2), 병원경영전략이나 전자의무기록의 도입 등 간호업무환경

의 굵직한 변화들이 간호부의 정책과 간호업무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간호조직문화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간호전

문직 역할이나 업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간호전문직

의 자율성이나 역할이 확대되거나 간호전문직집단의 응집력이 강화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는 간호조직이 약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의 주제 및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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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hematic map :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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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핵심주제-주제-하위주제

핵심 주제: “간호업무성격의 변화와 간호조직의 약화를 느낌”

주제 하위 주제 관련 범주

간호업무 양상이

다름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속도가 다름
연령대별로 전산업무능력의 차이가 있음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속도가 달라짐

업무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이 다름

기록과 근거(증거)중심의 업무

질보다 분담된 업무의 수행완료 여부에 초점

의사업무보조와 진료중심업무 비중이 커짐

의사의 영향력이 더 강화됨
의사처방 수행과 보고 업무가 강화됨

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움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함

간호사의 동료관계와 협력이 약함

직접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뒷담화가 잦음

협력과 공동대응이 잘 안됨/ 개인중심문화 강화

동료관계 형성 어려움

조직의 중심이 아래세대로 이동함
신규간호사 중심의 인력 정책

20대 간호사가 병동분위기를 주도함

장기경력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경력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

업무에 대한 경력자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음

장기경력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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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성격의 변화와 간호조직의 약화를 느낌”

병원간호사의 세대 경험의 핵심주제는 “간호업무성격의 변화와 간호조

직의 약화를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주제는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

속도가 다름”, “업무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이 다름”, “의사의 영향력이

강화됨”, “간호사의 동료관계와 협력이 약함”, “조직의 중심이 아래세대

로 이동함”, “장기경력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6개의 하위주제로 부

터 “간호업무 양상이 다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함” 2개의 주제

가 도출되었다. 이는 병원경영전략변화와 병원 서비스의 강화, 전자의무

기록체계가 도입 등 간호업무환경과 간호정책의 변화로 인해 간호업무가

변화하였으며 또한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화되고 간호업무의 자율

성이 약화되는 등 간호조직사회가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1. 간호업무 양상이 다름

참여자가 있는 모든 병원에서 근래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환자정보의 입력, 저장, 정보교환

이 EMR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근래에 간호방

법도 기존의 기능적 간호방법에서 팀간호방법으로 바뀌면서, 참여자가

속한 모든 병원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 부서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주임간호사제도가 없이 변형된 팀 간호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세대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간호사의 업무나 동료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속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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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정보검색, 간호기록의 입력 등 간호기록업무가 수기 기록

에서 전자기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업무방법에 익숙했던 40 50대 간호

사는 새로운 기록입력 방식에 적응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

었다. 그에 반해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부터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친

숙하게 이용하고 활용해왔던 20대와 30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처음

부터 잘 활용하면서 업무적응이 빠르게 되었다. 기존에는 경력이 쌓여가

면서 간호술기에 익숙해지면 업무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간호기록

입력의 비중이 커지면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젊은 세대의 업무속도가 상

대적으로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세대 간에 입력속도, 검색기술 등 정보

기술관련 능력의 차이가 있어 함께 일할 때 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

가 생기게 되었다. 40 50대는 노화로 인한 체력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결

합되어 새로이 도입되는 전자의료기기나 컴퓨터 업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속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무래도 컴퓨터 시스템이 글자가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만 그 선생님 
연령대에는 힘든 게 맞는 거 같아요. 화면 글씨도 작고 전체적으로 보
는 것도 한 번에 파악이 안 되세요. 저희는 한 번 딱 보면 바이탈이 
어떤지 딱 들어오는데. 인계할 때 계속 가까이에서 보셔야 해서 제가 
화면 창을 빨리 넘길 수가 없고 ....네 엄청 길고, 분명 전날 인계를 
드렸는데도 또 길고... [제가] prn 근무를 할 때 [40‧50대가]다른 팀 
환자를 담당하고 계시면 저도 모르게 그 쪽 환자들의 추가 오더를 계
속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은]아무래도 바로 인식을 못 하시더라구요
(20-2-2).

50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타이핑이 늦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렇게 하시고..., 진짜 일 늦으세요....이브닝이면 새벽 3,4시에 퇴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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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일을 못하시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4,5시에 가실 때
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 저녁 못 드시고 [일하셨으면] 나이트랑 
같이 야식도 조금 드시고 가시면...(30-2-5)

[40‧50대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느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봤을 때하고 30대 봤을 때하고 20대 봤을 때하고 다른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느낄 거 같아 ...아 확실히 느리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구요.  저도 느릴 것 같아요...일단 차팅이 어려워요. 저희
는 자판이 진짜 안 외워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 데도요. 이 사람들
은 막 옆에다가 이렇게 치는데... 차팅에서 느껴요 저는(50-1-3).

2) 업무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이 다름

간호 업무를 대하는 전반적인 경향이 20 30대는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빨리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

으로 40 50대는 환자의 상황에 좀 더 중심을 두고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간호,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일, 동료관계에 대한 고려 등을 주어

진 근무시간대에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20 30대는 근무시간에 발생된 일, 본인에게 할당된 일은 근무 시간에

다 해결해야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책임소재가 애매

한 일이나, 공동의 일 등 자기 앞에 어진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

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40 50대는 환자상황을 기준으로 업무구분을 하여 환자상황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는 업무는 탄력적으로 하고, 간호사의 동료관계를 좀 더 고

려하여 함께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20 30대는 의사 처방을 확인하거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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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처리하는

반면 40 50대는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의사에 대한 보고나

의사 처방에 대한 확인을 하려하고, 기본간호측면이라든지 간호사의 영

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였다.

환자파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20 30대는 컴퓨터를 활용에 친숙한

환자정보도 전자의무기록 내의 여러 정보들을 검색하여 환자의 검사결과

를 확인하거나 의사의 기록을 참고하는데 기본 중심을 두고 파악하고 자

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업무에서 궁금한 것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활용하는 면이 있었다. 반면 40 50대는 환자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환자의 기본간호에 보다 중심을 두어 업무를 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일에 대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되어, 20

30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을 빠른 속도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40 50대는 환자

나 간호 측면에서의 충실함, 동료에 대한 배려와 협동을 조금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과 관련된 만족감에서도 20 30대는 정해

진 시간에 일처리를 빨리 완료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40 50대

는 업무속도가 늦어도 환자보호자와의 교감이나 문제해결에서 만족감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

제가 가장 필요한 건, 뭐 더해주거나 덜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일들 싹 다 해도 병원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기 책임만 잘 해도, 미루지 말고, 자기 할 일은 다하고 가자(20-2-3).

[20대는]좀 기계적인 같아요. 감정적이지 않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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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 질병이나 히스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짜 맞추어진 틀에 맞춰
서 그야말로 사무직들도 할 수 있는 ... 자료를 많이 공유하니까 그냥 
클릭클릭해서 가져 오려하고 환자에게 먼저 가서 대하기보다는 정보들
을 그냥 쓰고 입력하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30-1-1).

잘못을 하면 보고서 쓰면 되지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그리고 주치의
한테 노티했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환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저희도 사명감 갖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는 않겠지만, 요즘 애들은 더 한 것 같아요(30-2-5).

우리가 일반 직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내가 느끼기에는 
간호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30대가 생각했던 거랑 
20대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씩 다른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직장으로 
생각한다던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던지...... 조금 다
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니
까(40-2-2).

어떤 분은 aseptic한 거 굉장히...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초점에 대
해서 저랑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confirm[의사처방 확인]이라던
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뒷 번이 편하게 일을 하니
까.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confirm 안 되고. 저희는 day 때 confirm을 
다 받아놓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confirm 받아놓고 뒷번 
evening은 신환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 넘어오는 경
우가 있어요(20-1-5).

아랫세대들은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일이 다인 것 같고. 그걸 제대로 해결만 하면 자기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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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인젝, 바이탈, 투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자기가 굉장히 바쁜 팀이고 그런 자기네들이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30-1-4)

3) 의사의 영향력이 더 강화됨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간호사간의 공조를 통해 의사의

부당한 지시나 처방에 대해 공동대처가 가능한 부분도 있었으나 근래에

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나 무례함에 대해서도 잘 대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다른 세대는 20대가 간호사집단의 공동대응보다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직접 상대하거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경험이 많지 않아 의사의 요구를 더 수용하게 되는 경

우가 있어 20대의 비중이 많을 때는 의사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환자파악이나 업무에 대한 판단과 경험이 미숙한 20 30

대의 경우 의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부분에서도 의사에게 보

고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는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의사처방 역시 간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하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입하는 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 더 종속적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예전의 그 종속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20대들이] 
아직도 종속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의사들하고 관계가 좋아
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작 꼭 해야 되는 말도 안 하고 
참고 그냥 하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잘못 한 거 아닌데 그쪽에서 
잘못 한 건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참고 막 그러고..... 의사들하
고 [20대들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 아직 [일]한지 얼마 안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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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지 의사가 자기의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40-1-3).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친해도 공적인 친함인데, 사적으로 친
해도 병동에서 티를 내지 않고, 근데, 요새 애들은 병동에서 대놓고 친
함을 표시를 하거든요. ...... 의사나 간호사나 서로 반말하면서, 서로 
친하고 특히 같은 나이대가 있으면, 20대 후반은 서로 친하잖아요. 그
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그
게 한 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개인적이
긴 하면서도 이런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걸 또 새로 추구를 하더라
고요. 그건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40-2-2).

간호사가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의사에 종속되어가고 시키면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렇게 가는 게 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
는데. 예전에는 의사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은 싸우면 간호부에서 욕해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
데... 좋게 지내는 거랑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랑 다른데... (50-2-2)

의사가 나한테 경우에 맞지 않는 것, 내 업무가 아닌 것을 지시했더라
도, 내 업무에 맞지 않을 것을 왜 안했냐고 물었을 때도 싸우면 안 돼. 
병원에서 절대. 의사하고는...그런 분위기로 되어있어 지금. 의사하고
도 절대!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의사와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업무도 해야 되지만 의사 업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편하게 갈 수 있고 의사와 싸우지 않고...그런 식으로 생
각하지(50-2-3). 



- 103 -

2.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함

1) 간호사간의 동료관계와 협력이 약함

과거 간호사의 조직문화는 한 팀으로서 같이 근무한다는 집단적인 성

격이 강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 퇴근하고 퇴근

후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20 30대가 많

아지면서 어느 순간 각자 일을 마치면 각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동료에 대한 배려 없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배와

어울리는 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같이 근무할 때 서로 다른 간호사의 업무를 돕거나, 공동의 일을 같이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젊은 세대가 다수가 되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일 외에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과거에는 병동컨퍼런스나 모임을

함께 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나 요즈음의 20 30대는 개인일정을

우선시하면서 간호단위모임에는 비중을 크게 안두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

다고 하였다. 동료에 대한 배려나 예의도 약해져서, 불만이 있을 때 의사

소통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뒤에서 욕하거나 직접적

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직문화가 개인주의적 경향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료관계도 돈독해지려는 노력 없이 단지 일만 같

이 하는 관계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다른 세대가 20대에게 다

가가려 해도 20대가 피하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어떤 병동은 자기 환자가 아니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환자가 와도, 수술 환자 오면 해줄게 많잖아요. 우리병동 같은 경우에
는 많이 바쁘지 않으면 다른 팀이어도 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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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병동은 자기 환자가 아니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일
례를 들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병동에 신규가 굉장히 많은 병동
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죠. 올드가 많은 저희병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거든요. 훨씬 일하기는 편하죠
(40-2-3).
 
올드 간호사가 있으면 자기일은 끝났어도 도와주거나 기다렸다가 같이 
가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칼퇴 해야 해. 저녁에 약속 있어” 하면서 
“선생님 먼저 갈께요.” 그리고 업무도 전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차팅도 
전산으로 하는데 [20대]애들이 어찌나 빠르던지 난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다했어. ...그리고 이브닝 때 오더를 받는데 나는 반도 못 받았
어. 그럼 나이트 일하기가 힘드니까 좀 받아주고 가잖아요. 근데 [20
대들은] 자기 할 것만 딱하고 손 털고 가더라구요(30-1-5).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내 위에 선배도 있어봤고, 선배
랑 근무 이후에 같이 차도 마셔보고 술도 마셔보고... 끈끈한 인간관계
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직장에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50-2-3).

2) 조직의 중심이 아래세대로 이동함

참여자의 병원은 대체로 20대 간호사의 비중이 높고, 20대가 다수가

되면서 간호단위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편 20대

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20대를 우선 배려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기존 세대와 달리 요즘의 20대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선배의 입장을 따르기 보다는 20대끼리 어울리려 하고,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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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다가가려해도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어 다른 세대가 눈치를 보며

20대에 맞춰 20대에 섞이려고 노력하며 적응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세대들은 20대가 주위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배

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이 있지만, 자기주장을 잘하고

많은 부분에 잘 훈련되어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정보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20대에 대해 부러워하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부서이동하고, ...저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20대에게는 20대
대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네. 20대한테 적응해야 되나 
봐요. 여기 20대가 7명이다 보니까... (30-2-4)

수간호사님들도 신규가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하면 평가에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발령이 나면 사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20대]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신규 수간호사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신규들이 그
만두면 안 되니까 스케줄을 잘 주는 거예요. 더 신경 써서... (40-2-1)

스케줄도 [예전에는]감히 올드가 스케줄 먼저 쓰는데 내가 그 옆에 같
은 날 절대 못쓰잖아요? 아 요새는, 내가 썼어. 내가 썼으면 [다른 사
람은]비껴가든지 해야 되잖아. 상관없어요. 그 밑에다 똑같은 날짜에 
써요. 그럼 내가 아쉬운 거잖아요 내가 가서 [20대]걔한테 이 스케줄 
네가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 
원래는 먼저 쓰는 사람한테 나중에 쓰는 사람이 이거 꼭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자기가 쓰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맘대로 그냥 써놓으
면, 스케줄 짜는 수간호사선생님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 누가 먼저 썼
는지...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거는 도의적상으로도 안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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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은 거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갖
는 거 같아요(40-2-2).  

저희는 그래서 병동 물품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딱히 어린 년차, 
낮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 할 때 도와주
고,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20-2-1).

세대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냥 수용하는 갈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냥 수용하게 되고 그냥 그 친구들을 억지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
만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구요. 갈수록... (40-1-2)

3) 장기경력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과거에는 경력이 쌓이면 관록이 생기고 특히 기능적 간호방법일 때는

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아래세대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영향력이 컷지만,

지금은 아래세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20 30대와 비교되고 경쟁해

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속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고, 간호업무도 전산화

되면서 기계와 컴퓨터에 친숙한 20대가 일처리 속도가 빠르고, 40 50대

는 새로 적응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젊은 세대에 비해 힘

과 속도에서 밀리게 되었다. 간호업무방법도 참여자가 있는 병원들은 모

두 팀간호방법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선배의 위치의 변화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 신규나 50대간호사가 똑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일정기간

지나 업무에 익숙하게 되면 사소한 실수는 나이 많은 경력자가 하게 되

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향이 있고, 전산화와 병원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서 간호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어 검색이나 기록입력이 미숙한

40 50대는 경력자로서의 강점을 살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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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 50대가 되어 외래에서 병동으로 다시가게 되거나, 경력과 무

관한 부서이동이 되거나 휴직했다 복직하는 경우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전문화되어 간호업무도 복잡해져서 해당 간호단위의 20 30대에게 교육훈

련을 새로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며, 재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될 때 바뀐 업무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워 선배로서 역할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요즈음의 20 30대는 과거와 달리 선배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거나 업무의 초점도 달라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제가 당연히 할 건데 말하기도 전에 [아래세대가] 하고 가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서두르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중요한 거니까 할 거라고...(40-2-4)

[40대]올드가 로테이션 돼서 새로운 병동에 갔는데 그 병동이 거의 20
대 후반 30대 초반... 그 올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 했던 걸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기존의 멤버가. 다 전
부다가 무시를 하는 거고, 자기네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
는 거예요... 문제는 수간호사 선생님도 젊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호응
을 못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40대] 나갔어요(40-2-1).

특수부서에 있다가 병동에 나오니까... 내가 자존심을 가지려고 해도 
업무를 모르는데 자존심을 어떻게 가지나. 밑에 애들하고 똑같이 하거
나 밑에 애들보다 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 애들만큼 가르쳐 주
지도 않는데다가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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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1절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 분석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에 관련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전국민의

료보험이 시행되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00

년대 전후에는 병원업무의 전산화와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사회

변화와 간호환경의 변화는 병원 간호사의 세대 차이를 가져왔으며, 특히

전자의무기록체계의 도입과 간호전달체계의 변화는 간호업무와 간호사

조직문화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04년부터 시작되었

던 의료기관평가제도와 2010년 이후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시 간

호업무와 간호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금순 et

al., 2010; 유문숙 & 정명숙, 2008; 이명선 et al., 2011). 간호업무와 관련

된 변화를 보면 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는 업무, 의사 처방

에 따른 처치수행의 강조, 평가기준 및 규제를 이행한 기록을 남기는 업

무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간호조직과 문화의 측면에서는 근래 들어 간호

현장의 세대 다양성이 확대되었으며, 간호사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

통, 무례함 등을 비롯한 동료관계의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간호업무 성격의 변화

  병원업무의 전산화와 간호업무의 변화

국내 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체제 및 간호정보시스템 도입은 2000년

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10년 전후로 완료되었다. 간호정보시스템을 도

입을 하던 과정에는 시스템 도입 여부에 집중하면서, 간호정보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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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해 환자정보를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간접간호시간을

줄이고 직접간호와 질 높은 간호 수행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황지인, 2000). 하지만 전자간호기록이 정착해가는 근래에는 전자

간호기록이 단순히 환자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간호

업무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인숙 등(2013)은 전산화를 통해

간호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간호의 본질이 잘 드

러나도록 잘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인숙 외, 2013).

기존의 간호는 전인성, 관계성, 진정한 함께 있어주기, 돌봄, 윤리적 상

호작용 등을 중심가치로 추구해왔으나 근래의 간호 업무는 의학적 관점

과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처방 및 규제 이행, 표준화 등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까지 거론

되는 상황이다(Turkel, Ray, & Kornblatt, 2012). 이렇듯 전자의무기록체

제는 간호실무의 양상을 바꾸고 간호의 중심 가치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간호사 세대별로 간호업

무의 우선순위와 가치,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다른 영향을 주며 세대 간

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업무가 전산화되면

서 세대 간에 컴퓨터와 정보기기 활용능력의 차이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Hu, Herrick, & Hodgin, 2004).

  간호전달체계의 변화

대다수 국내의 종합병원에서는 팀간호방법이나 일차간호방법을 수정된

형태로 적용하고 있고, 기능적 간호방법을 수행하는 병원이 감소하였다

(김소선, 채계순, 김경남, 박광옥, & 문성미, 2010). 참여자들이 속한 병원

역시 모두 팀간호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병원

은 처음부터 팀간호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이전에 기능적 간호방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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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일부 병원은 병원의 서비스확대전략이 도입되던 2000년 전후에

팀간호방법으로 간호전달체계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간호전달체계의 변화는 간호사의 업무와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

향을 주었다. 기능적 간호방법에서는 경력 서열을 고려한 업무분담에 따

라 업무가 한정되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의 발언권이 높은 반면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는 반면 일차간호방법이나 팀간호방법에서

는 간호사가 담당 환자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김정선 & 김희진, 1997).

하지만 참여자들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간호방법은 여러 명의 간호인력

이 공동으로 일정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팀간호방법이라기 보다는 간호사

한 명 당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서 일정수의 환자를 분담하는 환자분담방

법(총체적 간호방법)에 가깝다(염영희 외, 2009). 국내 상급종합병원에

는 팀간호방법과 일차간호방법 유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간호관

리자들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대해 판단하

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수정된 모형이 팀간호방법과 일차간호방법으

로 불리고 있다(김소선 et al.,2010). 간호사의 업무를 기준으로 역할분

담을 하여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기능적 간호방법보다는 팀간호방법

이나 일차간호방법이 환자중심의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방

법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왔다(김소선 et al., 2010;

김정선 & 김희진, 1997; 최은희, 이현수, 김진희, 고미숙, & 김복수,

2013). 하지만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부정확한 규정은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어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분담방법은, Fairbrother 등(2010)의 연구에서 호주의 예를 보면,

전반적인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이 적을 때는 신규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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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크며, 간호사고의 증가와 만족도 저하 등

간호 질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irbrother, Jones,

& Rivas, 2010). 숙련 간호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신규간

호사가 같은 수의 환자를 분담하게 되면 자기의 일을 주어진 근무시간에

처리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되며 간호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명실

상부한 팀간호방법을 적용한다면 경력간호사의 역량을 활용하는 데 유리

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병원의 변형된 팀간호방법에서는 장기경력자나

신규간호사를 막론하고 똑같은 수의 환자를 분담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간호사가 비숙련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간호전달체계는 간호조직의 목적을 위해 제한된 간호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Wiggins(2008)는 근

래에는 병원환경의 변화로 간호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간호전달

체계가 속도와 효율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간호의 질과 전문직

발전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PLAINE WIGGINS,

2008). 따라서 국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도입한 간호전달체계의 목표

와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비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이 높은(병원간호사회,2013) 우리나라

병원의 실정에 맞는 간호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간호조직뿐 아니라 전체 간호정책차원에서 체계화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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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다양성의 확대와 동료 간의 협력(collegiality)

간호조직의 세대 다양성 확대

사회정체성이론은 작업장다양성(workplace diversity)이 조직구성원들

이 자신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다른 구성원을 범주화(categorization)하

여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

므로, 집단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Tajfel & Turner,

1979). 각 세대가 서로를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면 다른 세대에 대

한 편견을 갖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간호사 조직에서의 세대다양성 역시 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대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

을 보이고 있어 30대와 40·50대 모두가 대체로 20대를 다른 범주의 존

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 역시 줄임말 등

의 언어사용, 옷차림, 취향, 정보기기 활용능력 등으로 다른 세대와 자신

들을 구별하면서 다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대와 40‧50대간에는 사고나 행동, 전산업무능력,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의 차이, 업무우선순위와 업무평가기준, 조직문화의 차이

가 커서 단적으로 대비되는 경향이 있으며 30대는 초반과 중·후반은 각

각 인접한 연령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간호사의 연령차이가 날수록

면대면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료에

대한 무례함과 공격적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갈등은 주로 세대간의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로 인한 부분이 많았으며, 업무 인수인계 시 남은

일에 대한 처리방식,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공동의 일, 근무 스케줄 신청,

밤 근무 개수, 그리고 보고와 처방확인 등 의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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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대구성이 일부 세대로 편중되고, 단적인 대비를 이룰 때 부정

적인 경향이 크지만,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여러 세대가 고루 조화를 이

룰 때는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상호이해가 높아지고 갈등이 감소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조직 안에서 세대간의 단절을 피하고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범주화로 유발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주화 경

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소수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Forsyth, 2009). 또한 범주화가 유발되어도 범주화의 부

정적 영향을 조절해주는 리더십과 개인의 성찰, 그리고 차이에 대한 긍

정적 수용(positive diversity mind-set)을 도와주는 조직문화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간호단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역시 간호단위 관리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간호단위관리자와 세대차이를 느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호단위 관리자의 세대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

록 간호현장의 세대간의 고충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중간관

리자가 세대 간의 균형을 잡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할 경우 간호단위

와 분위기와 동료관계가 좋아진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관리자나

교육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Duchscher & Cowin, 2004;

Foley, Myrick, & Yonge, 2012; Hart, 2006; Hendricks & Cope,

2013; Kupperschmidt, 2006; Stuenkel, Cohen, & de la Cuesta, 2005;

Weston, 2006).

세대다양성이 가져올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문제해결방법의 풍부함 등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의사소통 단절이나 협력의 약화 등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세대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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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이해를 높이고, 환자간호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긍정적 상호작용

을 촉진하며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대 간의 상호작용

각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세대간 동료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은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상

호간의 교류와 공동 활동을 방해해 조직의 사회화와 문화의 전승을 어렵

게 할 수 있다(Joshi, Dencker, & Franz, 2011; Joshi, Dencker, Franz, &

Martocchio, 2010)박재흥 2010).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탈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가 강한 새로

운 세대의 진입과 간호환경의 변화로 인해 간호조직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호조직문화에서 여전히 수직적 서열문화가 남아있

긴 하지만 기존의 경력(연차) 중심의 강한 위계 지향적 서열문화가 이전

보다는 여러 면에서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를 들면 경력서열 문화를 낯설어하는 아래세대가 동등한 업무분담이나

업무스케줄 운영을 당연시 하면서 기존의 문화에 익숙한 윗세대와 갈등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열문화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동료 간호사에 대한 무례함(incivility)이나

동료간의 협력(collegiality)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eiter,

Price, & SPENCE LASCHINGER, 2010; Yun et al., 2014). 간호업무에

서의 동료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여 간호전문직의 역량의 핵심 요건의

하나이다(Dougherty & Larson, 2010). 본 연구에서 20대는 다른 세대가

보았을 때 업무에 대해서도 선배 경력자에게 질문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

고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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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 연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Virginia Ginger Lipscomb MHA, 2010; Weston, 2006).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

거나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의 집단문화의식이 낮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낮으며, 이직의도

가 높은 것은 임숙빈 등(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20대와 40‧50대는 업무우선순위와 업무평가기준,

행동양식의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20대와 40‧50

대가 간호업무의 개념이나 업무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갈등이 있는 것

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거론되는 부분이다(Foley et al., 2012; Leiter

et al., 2010). 특히 20대간호사가 많은 간호단위에 40·50대 장기경력자

가 전보되어 오면 업무관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40·50대가 고립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다수 집단보다 관

점의 차이가 큰 사람이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illiams & O'Reilly, 1998). 이런 경우가 빈번하면 40‧50대

간호사와 아래세대의 간호사들이 서로가 가진 전문직 직업의식이나 가

치, 지식을 서로 배우며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병원간호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는 다방면으로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근래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간호인력부족의 문제를 겪는 근래의

상황에서 나라마다 20대, 소위 N(Y)세대를 간호전문직 내에 보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N세대의 성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채용

과정이나 교육, 업무관리에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적 교육

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Hutchinson, Brown, &



- 116 -

Longworth, 2012; Schwarz, 2008). 또한 간호전문직에 새롭게 진입하는

20대 간호사를 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더 크게 느끼는

20대 특징을 이해하고, 세대간 동료관계의 형성, 동료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였다(Leiter et al., 2010).

  참여자들의 병원 역시 20대 간호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

는 경향이 있으나, 40‧50대 장기경력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

함을 모든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었다. 특정 세대에 편중된 인력정책은

다른 세대가 억울함이나 역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세대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 (positive diversity mind-set)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

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각 세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존중하

며, 각 세대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발전을 위해서는 세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수적

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윗세대의 직업적인 가치와 전통을 계

승하고 아래 세대로부터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며,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

으로는 세대별로 부족한 부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이를 좁혀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에게는 취약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

도록 간호대학과 실무현장에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ipscomb(2010)은 현재의 20대, N세대에게는 면대면(face

to face)의사소통 교육이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Virginia

Ginger Lipscomb MHA, 2010). 반면 40‧50대에게는 발전된 간호지식

에 대한 재교육과 정보화 교육 및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환자간호에 대한 태도와 신념, 일하는 방법,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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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다르며 또한 의사소통이나 정보기술사용 능력이 다르다. 간호사

의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간호사의 삶의 질과 재직의도

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Lehmann-Willenbrock, Lei, & Kauffeld, 2012).

또한 간호의 동료관계와 집단응집력은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의도에도 영

향을 주는 만큼(Garrett & McDaniel, 2001), 간호사의 동료관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이를

줄여가고 세대다양성이 잘 수용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각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간호실무와 지식이 풍부해지며 간호사의

재직의도와 만족도 높아질 것이다.

  장기경력 간호사와 간호전문직

장기경력자는 간호사로서 다양한 경험, 환자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소

통, 위기상황관리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효

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경영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존중 받지 못하

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로 인해 역량 활용의 기회를 갖기보다는 경력과

연령에 대한 고려 없이 아래세대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속도경쟁

과 평가우려3)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간호사들은 장기경력

간호사를 준거세력4)이나 역할 모델로 생각하기 보다는 미숙한 전산업무

를 지원해주어야 하거나, 느린 속도로 때문에 일을 넘겨 자신들에게 업

무를 부담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장기간의 실무경험 속에서 획득된 환자간호에 대한 숙련된 역량과 전

문성은 무시하고 업무수행 속도로만 평가한다면 간호전문직에 대한 타당

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업무배분과 직무배치를 할 때는 조직

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

3) 집단수행 상황에서 타인들이 자신의 수행을 평가할 것이라는데 대한 걱정

4) 한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동일시 대상이 될 때 생기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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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경력자나 신규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자의 부서이동에 대해서도 무계획적으로 상황에 따라 하기보

다는 정책적으로 고민하여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enner도 그의 이론에서 한 분야에서 숙련

된 간호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다른 분야에 처한다면 초보자의 수

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Benner,1984a). 근래의 의료현장

은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부서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장기경력자일수록 부

서 이동된 곳에서 새로 적응하여 역량발휘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를 제외한 30대 40·50대 참여자 대부분은

부서이동을 신규로서 재입사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경험이었다고 하였

다.

장기경력간호사의 축적된 역량이 활용되거나 전승되지 않는다면 전체

간호전문직차원에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간의 임상적 실무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적인 활동은 짧은 기간 동안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

닐 뿐 아니라, 새로운 담론과 간호지식 발달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장

기 경력자의 경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Marriner-Tomey

& Alligood, 1997). 선행연구에서도 병원근무경력이 길고 현재 병동에서

의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실제로 간호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향이 많

았음을 보고하였다(송경자 외, 2006;김소인과 김정아 1997). 특히 40대

전후의 간호사, 해당병동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업무수행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자 외, 2006).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

을 키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력자의 부서이동은 신중하게, 원칙을 세

워 충분한 재교육기회와 함께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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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의 업무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전산업무능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

육과 지원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40‧50대

간호사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배간호사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거나 혹은 의욕이 저하되어 업무에 대해 소홀해지는 두 가

지 성향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는데, 장기 경력자가 지속적으

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격려와 지원이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병원 입사 후 학사편입이나 석사 등 학력상

승을 위해 노력한 간호사의 경우 업무수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송경자 외, 2006), 이는 장기 경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의 필요와

효과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은 신규간호사 중심

으로 되어있어 경력자를 위한 많은 교육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병원의 상층관리직에는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병원의

간호조직은 병원 경영진과 의사전문직 양쪽에서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

기 때문에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이다. 하지만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서는 병원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서도 중심을 지키면서, 사회적 요구 수용과 전문직 자율성확보를 위해

꾸준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Keogh, 1997; 이명하 et al.,

2003).

이상으로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간호환경

의 변화는 간호조직의 세대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간호 조직 내의 세

대 다양성은 단순한 경력과 연령의 차이뿐 아니라 교육과 직업경험, 가

치관, 이해관계 등 여러 종류의 다양성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간호사가

이러한 세대다양성을 지각할 때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지각은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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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가 세대차이를 지각할 때 범주화를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다른

세대의 동료들과 거리를 두는 등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부정적

상호작용은 원활한 동료관계 형성이나 간호조직의 사회화에 부정적 영향

을 주게 된다. 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동료관계와 협력, 의사소

통이 좋아질 수 있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과 범주화로 인해 불신

과 편견을 갖게 되어 세대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대의 다양함을 활용하여 조직이 발전하고 풍부해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세대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간호사 개인의 만족도 높아지고 간호전문직에 대

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재직의도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

업무구조, 간호단위의 리더십과 행정, 간호인력, 간호사교육 등은 간호사

의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과 세대간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

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다음과 같은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에 대한 개념모형’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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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병원간호사의 세대 경험 개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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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경험에 대해 20대부터 50대 까지 전

체 연령대에 걸쳐 여러 지역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일반간호사와 특성이 다

른 관리자를 혼합하여 분석하였던 경우와 달리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간

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이 600여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

였으므로 전체 병원간호사의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남자 간호사와 근무경력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 간호단위 관리자

의 경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임상 간호사들의 인

구구성과 추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장기적인 간호인력 연구 및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호실무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원활한 동료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간호사의 연령 및 세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역할 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 관리자는 각 세대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

하여 간호사를 이해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동료관계 및 업무 개선에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장기경력간호사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경력간호사를 교육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간호교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간호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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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사하는 20대가 임상현장에서 나타내는 간호전문직관이나 업무

행위 양상을 참고하여 간호교육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

호직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환자나 동료관계 등 인간관계, 사회

적 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가 대체로 어려워하는 면대면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나이가 있는 타전공의 간호대편입생 및 경력 간

호사의 재교육에 대해서 피교육생의 요구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과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간호연구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병원간호사회의 현상을 세대이론과 사회심리

학(social psychology)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 분석은 간호 조직 현상에 관련

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간호업무, 간호사의 동료관계, 간호조직문화와

관련된 현상을 질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특정 시점의 간호현장의 단면적인 모습과 함께 변화

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간호현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는 보다 폭넓고 새로운 관점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연령 및 인구구성의 추이를 비롯하여 간호사회의 변화를 진단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성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 관

점에서 장단기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는 전자의무기록체계도입이나 간호전달체계가 간호

업무와 간호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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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면접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질문은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4개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

역시)의 5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일반간호사였으며, 모두 여성으로서 총 39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집단은 참여자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집

단으로 분할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세대별로 2집단씩 구성하여 총 8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포커스 집단 면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2006)이 제시한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주제와 2개의 주제, 그리고 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

다. 핵심주제는 ‘간호업무성격의 변화와 간호조직의 약화를 느낌’으로 명

명하였으며, ‘간호업무 양상이 다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이 약함’ 2개

의 주제와, 6개의 하위주제 ‘전산업무능력에 따라 업무속도가 다름’, ‘업

무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이 다름’, ‘의사의 영향력이 더 강화됨’, ‘간호사

의 동료관계와 협력이 약함’, ‘조직의 중심이 아래세대로 이동함’, ‘장기경

력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모든 연령대와 비교적 여러 지역의 간호사의 경험을 포괄하

여 폭넓게 병원간호사의 세대차이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간호단위 관리자를 포함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보다 직접적

인 상호작용을 하는 일반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포커스 집단의 풍부하고 원활한 토론과 참여자의 동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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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일반간호

사로 한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간호사의 동료관계 개선과 직무만족을 위해서 간호사 세대 간

의 이해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병원간호사의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원간호사의 인구구성추이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간호사인력 정

책 및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대다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전달체계 및 간호업

무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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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xperiences of

Generational Issues among

Hospital Nurses

Application of Focus Group Interviews

Choi, Seo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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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it 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at make most hospital nurses leave their jobs. As

diversity in age and generation among nurses increases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relational conflicts are showing up in nursing

workplace for lack of understanding about generational difference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generational issu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generational issues among hospital

nurses comprehensively,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earch

question was ‘how are the experiences of generational issue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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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hrough August in 2015. Study

participants were 39 staff nurses from various age groups working in

5 acute care hospitals more than 600 beds including 3 tertiary care

hospitals in Seoul, Gyeonggi Province, Chungnam Province, and

Daegu. Male nurses, nurse managers, and new graduates with less

than one-year experience were excluded to maintain homogeneity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her age, a participant was assigned to

one of 2 focus groups of 20s, two of 30s, two of 40s, or two of 50s.

The focus groups totaled 8, each consisting of 3-7 nurses belonging

to the same age group and the same hospital.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Braun & Clark’s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method.

One main theme, 2 themes, and 6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results. The main theme was “Perceiv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practice and the weakening of the nursing

organization in the hospital”, and themes were as follows; “Changing

in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practice”, “Weakening of cooperation

and harmony between generations”

Subthemes are “Difference in working speed depending on the

computer competency”, “Difference in the priorities and criteria of the

nursing practice”, “Strengthened influence of doctors on nursing

practice”, “Weakened fellowship and cooperation among nurse”, “Shift

of center into younger generation in nursing organization”, “Little

recognition of seasoned staf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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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changes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nursing environment

such as new hospital management strategie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f hospitals have brought changes in policy,

practice, and culture in nursing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utonomy and identity of nursing profession were

weakened rather than enhanced through the series of rapid chang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exploring generational issues

experienced by nurses of all age groups extensively. It also suggests

diagnoses and solutions in nursing field which went through many

chang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hospital nurses belonging to each generations and to develop a

management strategy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hospital nurses. It is also required to evaluate nursing

delivery system in acute care hospital in Korea and to develop

effective nursing delivery system model. Demographic trends

associated with hospital nurses need to be further studied.

keywords : Nurse, Generation, Diversity, Focus group,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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