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l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Physician Assistant의
실무 경험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이 경 은

국문초록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Physician Assistant(PA) 제도가
도입되어 급격한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한
국의 PA들은 교육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
와 전공의 각각의 직무가 혼재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PA의 정체
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PA의 대부분이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어서 PA 제도는 간호계의 손실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간호계에서는 PA 제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올바른 제도의
확립과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연구
질문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참여자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PA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필사하였
다. 필사된 자료는 근거이론방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5.5세였으며, 평균 PA 근무 경력은 4년
2개월이었다.
2.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에 대한 핵심범주는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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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도출되었다. 이는 낯선 PA의
역할에 직면하여, 도전과 갈등의 시련을 거쳐 확립된 PA의 정체
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확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의미한다.
3. 인과적 조건은 PA로 이직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삼교대 업무의
고단함’, ‘상급자의 독려’, ‘새로운 간호 영역에 대한 기대’로 도출
되었다.
4. ‘또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의 과정은 ‘낯선 역할에 대
한 직면기’, ‘고군분투의 도전기’, ‘대인관계의 갈등 조정기’, ‘확대
된 역할의 정립기’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낯선 역할에 대한 직
면기’ 단계는 PA라는 생소한 역할에 직면하여 이를 파악하고 수
용하는 단계이다. ‘고군분투의 도전기’는 PA의 업무를 배우는 과
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나타낸다. ‘대인관계의 갈등 조정기’는 참여자
들은 의사와 간호사 그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는 혼란을 주는 애매모호한 관계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는 간호 철학과 의학
적 실무지식을 결합하여 더 확대된 시각으로 전문적인 환자 돌
봄을 실천함을 보여준다.
5.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법적, 교육적 제
도의 부재’, ‘공식적 자격/소속/채용 경로의 부재’와 ‘업무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다.
6. 그 결과로 참여자는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확장된 실무
를 수행하는데 대한 만족과 함께,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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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을 사회심리적 관
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
과는 PA가 전문간호사의 한 영역으로서의 역할과 그 속성을 밝히
는 연구나 논의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Physician Assistant, 실무 경험, 전문 간호사, 질적 연구
학번 : 2004-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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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달, 인구의 노령화, 만성 질병의 증가, 의료
비 절감의 문제 등과 같은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
상기술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이 공급
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건강요구도의 충족을 위한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의 의료 기관 서비
스 평가제 실시와 의료의 질 관리 사업,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
가제(DRG) 추진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
방과 대형병원의 설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의료
기관들은 업무수행, 생산성 및 병원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더욱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격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전문의의 90.3%가
개원의로 근무하며 일차 진료만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위험도
및 기대 수입 문제 등에 기인한 전공의의 과별 지원 편중심화 현상
이 두드러져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확보율은 100%인 반면 흉부외
과 등은 41% 수준으로, 기대수입이 높고 위험부담이 적은 과를 선
호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병원의
실제 임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전
통적으로 제도권에서 활동해 오던 의료 인력 외에 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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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PA)를 선발하여 의사 대체 인력으로 활용 하고 있는 실
정이다(서신일, 2004; 이백휴와 김한나, 2011). 또한 2015년 12월 ‘전
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공의의 적정근무 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
는 환경이 마련되어,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더욱 PA의 양적 및 분
야별 지원 확대가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특히 3차 대형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병원들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을 PA로 채용하여 병원현장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나 간호계의 합의 없이, 각 의료기관의 자체적 기준에 따라
PA를 선발하여 필요한 의료장소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PA의 일하
는 분야와 명칭이 다양하고 공식적 자격 인증제도가 없어 직급, 자
격,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PA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출신(임상 병리과, 화학과 등)이 하고 있으나 서
울의 대형 종합병원들은 그 자격을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다(서울대 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 2017).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술 보조, 병동에서의 스케줄
담당, 임상 실험지원, 수술 후 관련 조직 채취 및 자료 관리 등, 명
칭 그대로 의사 보조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명칭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술실에서의 수술 보
조 업무의 경우, 흉부 외과 전문 간호사 등 분과명 뒤에 ‘전문 간호
사’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거나, Surgeon's Assistant(SA)라는 명
칭을 쓰고 있고(삼성의료원, 2017), 다른 업무도 연구 간호사 혹은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을 함께 혼용하고 있어 간호계에서 추진, 실시
하고 있는 임상 전문 간호사와의 명칭 혼동, 나아가서는 전문 간호
사의 역할과 인식 혼동의 우려가 있다. 또한 PA들은 병원 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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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계에 있어서 많은 수가 간호부의 소속이 아닌 의국의 소속으
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간호부의 관리 및 통제가 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이 많아 직업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PA들의 공
식적인 협회나 기구가 없으며,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고, 의료계의
한 직종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PA라는 신생 의료직이 법적제도는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나 그 업무내용이 간호사, 전문 간호
사, 전공의 등의 업무가 혼재된 특이한 상황으로 개발되면서(곽찬영,
2011) PA는 물론 타 의료종사자, 환자 및 의료 소비자에게까지 정
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PA에 관련된 국내 간호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PA
의 역할 모델 개발을 위해 수행된 김소선 등(2006)의 연구, 주지수
등의 PA의 현황과 필요도에 관한 연구(2006), PA의 개념을 포함한
진료협력간호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권영대 등(2008)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의료보건 현실에서의 PA란 직업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보고 간호사와의 역할 차이를 전반적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A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학과 출신의 PA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PA들이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면허 소지자라는 점에서, PA라는 신생의료직의 생성은 간호
영역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도, 혹은 Physician Assistant라는 명칭
처럼 간호의 역할이 의사 보조나 의사 대체의 역할로 전락하고 나
아가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된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이 PA로 이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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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소중한 간호 인력이 계속적으로 손실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
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계의 손실을 막고 더 나아가 PA제도를 전
문 간호사 제도권 내로 흡수, 관리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도 PA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들의 실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함으로서 이들의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론을 구축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PA와 관련된 간호 및 의료
제도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을 통하여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
들의 실무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연구 문
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PA와 간호사의 관련성, PA의 법제화 및 전
망, 확장된 간호영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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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문헌고찰에서는 처음으로 PA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상황과 이와
비교하여, 한국 PA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인 근거이론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1. 미국 PA에 대한 전반적 고찰
미국 PA제도는 1960년대 중반, 농촌과 도시 빈민 지역의 의사 부
족 현상을 해소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으
며 1967년에 확립되었다.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합법적 보건의료인이다. PA는 신체검진,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
검사 처방과 해석, 예방적 건강관리(preventive health care)에 대한
상담, 수술 보조 등을 수행하며, 사실상 거의 모든 주에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2017).
PA의 약 50%는 일차의료 영역(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
과 등)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응급실, 수술실, 다른 특수파트에
서 근무하고 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 전문 간호사(NP:
nurse practitioner)와 마찬가지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관리, 경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질병과 수술에 대한 정기적인 예후 관리
등을 제공하며 또한 보건과 의료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수술실에서는 수술 전 관리(수술 전 건강력과 신체검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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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보조, 수술 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에서는
외상 환자를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
료, 합병증이 없는 열상 치료, 가벼운 골절과 염좌 치료 등을 담당
한다(Hutchinson, Marks, & Pittilo, 2001).
또한 PA는 1969년에 처음으로 처방전을 쓸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2003년까지 47개주에서 처방전 권한을 갖게 되었다(Rachel
Catanzaro, 2005). 각 주마다 자체의 기준에 의해 사람들의 의료 접
근수준을 높이기 위해 PA들에게 처방권을 달리 부여한다. 또한 . 미
국의 공공 건강 서비스(US Public Health Service)와 많은 지역 병
원에서 PA의 처방 권리는 의사들의 권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PA가
가지는 처방전 권리는 항상 감독 의료진을 대신한 위임에 의존하고
있다. PA는 대표적으로 40개의 의료주제와 11개의 권한에 대한 처
방전을 쓸 수 있다
P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약 4년 정도의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주로 간호사나 응급구
조사 같은 의료관련요원들(paramedics)이 지원한다. PA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Accreditation Review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Physical Assistant(ARC-PA)에 의해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받게 된다. PA 프로그램은 평균 26주 과정
이고 현재 13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
에 의대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졸업 후에는 National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Physician Assistants(NCCPA)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인증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과정은 의대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며 기초 과목을 이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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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강의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과정이
다. 의사와 PA 간 교육 과정의 차이는 배우는 과목의 종류가 아닌
정규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다(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2017). 공인된 PA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National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NCCPA)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 면허를 취득하고
PA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100시간의 의
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6년마다 자격 재인증 시험을 치르게 된다
(National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2017). 유일한 협회인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AAPA)는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에게 PA란 직업에 대한 홍
보 및 교육을 하고 PA 프로그램 인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질적
수행 능력을 보장하며, 보수 교육을 제공하고, PA 관련 연구를 수행
한다.
전문 간호사(NP: nurse practitioner)와 비교하여 PA의 특성과 차
이점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차이는 의학 교육과 간호학 교육의
철학적 가치 차이이다. NP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간호 이념과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지만 PA는 간호사 및 타직종 의료인들
을 대상으로 의학 모델에 의한 교육을 받는다. 두 번째 차이는 NP
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나 PA는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 실무를 해야 하는 의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Hutchinson, Marks, & Pittil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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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PA의 근무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PA는 전통적인 의사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
행하는 의사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영대 등, 2008). 초기에는
진료보조영역에 배치되었다가 점차 일차 의료 및 응급의료를 거쳐
급성 질환의 진료에도 참여하고 있다. 직접적인 간호 실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며 환자 교육 및 상담, 연구, 행정적 업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소선 등, 2006).
이들은 정식 교육과정 없이 담당의사의 강의식 교육이나 실무에
서 일을 하면서 일대일 설명과 개별 실습 등을 통해 훈련받고 있다.
대부분 PA의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으며 받는 경우에도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PA를 대상으로 연구한 주지수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감독자인
의사가 생각하는 업무수행 관련 자율성은 PA가 생각하는 자율성과
는 차이가 있어 역할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직종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은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PA의 역할은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항상 이 둘의 직종간의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
경계의 불확실로 인한 역할의 모호성은 직종간의 갈등과 직업만족
도의 저하와 상호관련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악순환하게 된다고 지
적하였다(주지수 등, 2006).
이런 측면에서 권영대 등(2008)의 연구에서는 PA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접적인 간호실무 제공은 특수 시술 및 검사 그리고 약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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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방 등을 전인적인 입장에서 임상적인 판단과 난이도 높은 의
료기술을 제공하므로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영역이며, 전문
간호사 교육제도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PA는 의료 전문직으로 합법적인 위치를
공고히 가지고 있으며, 분명히 간호사와는 다른 의료직종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PA는 신생 의료직종으로서 다른 의
료직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법적, 정책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
은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 근거 이론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근거이론 방법은 1930년대 Cooley, Dewey, Mead 등의 철학자에
의해 주창되고 이후 Blumer(1969)에 의해 구체화된 상징적 상호작
용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론은 인간은 성찰 및 반성적 과정을 통하여 자아와 상호작용
(self-interaction)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행위자인 인간은 의미를 대상물(objects)에게
부여하며, 그 의미를 정의하는 과정이 사회적 과정이며 사회조직은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틀이 된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의 사회 세
계를 보려면 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대상에 어떤 의미를 부
여하며 이에 따라 어떻게 자아 및 타인들과 행위/상호행위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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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해 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Blumer, 1969).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하여 Glaser와 Strauss(1967)
는 근거이론 방법을 개발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의 가정(assumption)
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문제 또는 경험이 있으며 자신
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자신의 대상물에 부여한 의
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
나 경험의 다양성이나 풍부함을 탐구하여 실무적으로 용이한 중범
위 이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근거이론은 현장 연구
의 한 종류로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된 현상을 탐구하여 실제
자료에 근거한 실체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Stern(1980)은
근거이론을 타 질적 연구방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는 개념적 이론이 기존 연구결과물의 종합이 아닌 실제 자료를 통
해 개발되는 것이며 연구자는 사회적 현상 내에 존재하는 주요과정
에 대한 발견에 초점을 두어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한다는 것
이다.
근거이론연구 방법은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확인되지 않
았거나, 개념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대상 변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므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하며 연구의 질문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점차로 구체화된다.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rauss & Corbin, 1998).
첫 번째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로써 참여자
선정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의 표본추출은 이론적
표본추출로 사람에 대한 표본추출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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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특정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saturation)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으로 이는 연구자가
자료의 의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력으로, 기존
자료에 대한 고찰이나 직접 경험을 통해 축적한 관련 현상에 대한
지적 수준을 말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
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특정 현상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의 초점을 맞는 고찰을 위하여 해당 현상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과 동시에 이론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Strauss & Corbin, 1998).
셋째,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주된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다. 이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찾은 개념들을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서, 연구자는 자료수집에서 나온 정보와 이전에 나온 개념들의 유사
성과 차이성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범주화한다.
넷째. 연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의 기본적인 분
석과정인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따르며,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적 조건(consequence)로 구성
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써 메모(memos)가
존재한다. Strauss와 Corbin(1998)은 메모에는 이론적 노트
(theoretical notes)와 전략적 노트(operational notes)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 형식의 노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식(diagram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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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론적 노트는 자료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
을 정리한 것으로써 개념 및 범주의 추상화와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적용한다. 전략적
노트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진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기억해야 할 기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자료와 함께
잘 정리된 메모는 핵심범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연
구보고서의 근간이 되므로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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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을 탐구하여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승인번호:
1706/001-010)을 받았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
담 내용을 녹음할 예정이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개인적 정보는 연
구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나이, 결혼상태, 교육정
도, 간호사 경력 및 PA 경력 등)이 전부였으며, 신원을 알 수 있는
주소는 수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 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위
해 참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자료 수집 이후에
도 모든 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를 코드화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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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동되어 현재는 6개월 이상 PA로 근무하고 있
는 자로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으로 하
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병원의 허락을 얻어 인터넷 사이트에
연구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여 참여자를 8명 모집하였으며, 4명의
참여자는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눈덩이 표집법
으로 모집하였다. 총 12명의 참여자는 동일한 병원에 근무 중이였으
며, 참여자 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고 반복되는 개념이 나오는 수준(이론적 포화)까지 선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8월까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면담자가 방문하였다. 장소는 커피숍과 대학 연구실 등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에 방해되지 않는 편안한 분
위기의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면담은 모든 참여자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횟수는 1회였다.
연구자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인사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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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분위기를 편안히 한
후, 면담 질문을 시작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당일이나 다음날)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
으며,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과 다시
비교 검토하여 원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진행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리
고 참여자의 허락 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후에 분석을 위해 필사
되었다.
또한 이론적 표본추출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문헌고찰을 통해
지원동기,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역할 및 업무, 업무 만족도, 일
하면서 경험하는 문제점, 정책, 앞으로의 전망 까지 8가지를 선정하
였으며 여기에 따라 면담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를 사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PA를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PA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의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다른 간호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타과 출신의 PA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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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PA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PA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료인으로써 느끼는 사명감으론 어떤 것이 있나요?
- 본인이 생각하는 간호사와 비교한 PA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
- 앞으로 PA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실
건가요?
- 앞으로 한국에서 PA의 전망이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12인의 총 12회 면담 내용을 필사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
하였다. 근거이론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 안에서 연구자가 의
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므로 객관성과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자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상기시키며 참여
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였다.
분석의 단계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주로 분석 초기에 이루지는 작업으로써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밝히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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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은 후 범주화해나가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
료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실례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유사
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를 도출해 내었다.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
계를 일련의 절차 즉,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 현상
(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tion condition),
행동/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를
포함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발견된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일련의 절차를
구조화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해내었다.
선택코딩은 핵심(core)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써 핵심범주와 다
른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후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핵심범주는 자료에서 발견된 다
른 범주를 통합하고 작용/상호작용 양상의 다양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주이어야 한다(김소선, 2003).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또다
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였다.

6. 연구 결과의 질 확보를 위한 고려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
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준수하였다 (Sandelowsk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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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란 현상을 얼마나 생동감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본 연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
력하였다. 즉, 면담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하고 그 말 그대로 필사하
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자료의 경우, 본 연구자가 다시 녹
음된 파일과 비교하여 원 자료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
다. 감사가능성은 한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상
세히 기술하여 확보하였다.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자료 분석 절차를 따라 시행하였다.
적합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를 만족시키
기 위해 연령, 교육정도 및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질적연구에 조예가
깊은 성인간호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 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을 만족시킴으로써 중립성도
함께 확보하였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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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총 12명의 PA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령분포는 만 28세-46세였으며, 평균연령은 35.5세였다. 5명은 미
혼, 7명은 기혼이었다. 교육정도는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참여자가 5
명,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명이였으며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 중인
참여자가 한명 있었다.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2년에서 21년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근무
지 이동이 잦은 편인 간호 업무의 특성상 근무했던 과 역시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PA로 근무한 경력은 2년-6년 사이로 평균 경력
은 4년 2개월이었다. 현재 참여자들은 흉부외과 3명, 일반외과와 안
과가 각각 2명 그리고 유방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검진센터에서 각
1명씩으로 다양한 분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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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간호사

과거 간호사 재직 중

경력

근무과

참여자

나이

결혼상태

교육정도

PA 경력

현재 근무과

A

32세

기혼

3년제 대졸

6년

3년

안과

B

43세

기혼

4년제 대졸

10년

정형외과, 소아혈액종양

6년 6개월

유방외과

C

36세

기혼

3년제 대졸

6년

내과중환자실, 회복실

4년 1개월

피부과

D

41세

미혼

대학원 재학

10년

혈액종양내과, 정형외과

8년

흉부외과

E

38세

기혼

4년제 대졸

7년 6개월

RICU

7년

흉부외과

F

33세

미혼

4년제 대졸

4년 8개월

마취회복실

1년 4개월

안과

G

31세

기혼

3년제 대졸

5년 2개월

소아청소년과

6년 2개월

신경외과

H

29세

미혼

4년제 대졸

2년

외과

5년

검진센터

I

46세

기혼

3년제 대졸

21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년

산부인과

J

28세

미혼

3년제 대졸

2년

산부인과, 소아과

2년 4개월

흉부외과

K

36세

기혼

4년제 대졸

10년

수술장,외과

2년

일반외과

L

33세

미혼

4년제 대졸

8년

일반외과

1년 8개월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과,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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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에서 얻는 자료를 기반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서 개념들을 찾고, 비교 분석하면서 비슷한 속성끼리 범주화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83개의 개념을 도출한 후, 다시
이를 28개의 하위 범주로, 13개의 범주로 나타내었다(Table 2).
범주화된 자료는 축코딩 과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
주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사에서 이직한 PA의 경험에 대한 모
형을 제시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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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삼교대 근무 기피
밤근무 기피
간호사의
삼교대
원함
3교대 근무 상근직을
업무의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고단함
없음
인과적
집단 문화
간호집단의 조직문화
조건
상급자의 수간호사의 수간호사의 권유
독려
독려
간호업무의 연장선상
새로운
새로운 직업에 PA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간호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자기 개발의 기회
대한 기대 기대
의사/간호사
사이의 호환 의사의 요구에 의해 채용됨
업무에 대한 의사의 빈자리 메우기
인식
일의 불명확한 경계성
의사의 의존적 태도
의사의 뒷수습하기
불분명한 업무 의사가 힘들고 기피하는
에 대한 갈등 업무를 PA에게 위임함
작용/ 낯선 역할에
의사와 수직적 관계로
상호작용 대한 직면기
느껴짐
전략
무조건적인 수용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는
삼교대와 다른 업무
형태의 업무에 SNS의 발달
대한 실망감 시간과 상관없는 업무 연락
상급자의 눈치를 봄

- 22 -

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continued)
질환 위주의
시선으로
바꾸기
고군분투의
도전기

프로토콜 없이
배우기
자기방어전략
구축하기

의사의 경시
대인관계의 간호사의 반감
갈등조정기
환자의 무지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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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동 PA의 업무
수술실 PA의 업무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발달
해당 분과에 관한
의학 지식의 부족
해당 분과에 관한
실무 지식의 부족
해당 분과에 관한
배경 지식의 부족
스스로 일하면서 배우기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독학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받음
의사들에 의해 근무환경이
바뀜
개인적 거절
개인적 투쟁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선
의사의 무시
의사의 비인격적 태도
의사에게 우월감을 느낌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을 줌
간호사를 조심스럽게 대함
간호사의 반감을 느낌
간호사에 대해 우월감을 느낌
의사의 입장에서 간호사를
바라봄
흰 가운의 상징성
환자의 양면적 태도
환자가 말을 듣지 않음
환자에게 존중받음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함

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continued)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

중재적
조건

간호사의 시각
시각의 통합과 의사의 시각
확대
확대된 시각
간호사에게 우월감을 느낌
치료와 간호 서비스
만능해결사 교육/상담 서비스
행정적 서비스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돌봄
마음에서 나오는 간호 정신
사례 관리자 일의 실수가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짐
바쁜 의사대신에 친절하게
설명해줌

체계적이고
교육과정의 전문적인
부재
교육 과정의
부재
공식적인 불명확한 자격
자격/소속/ 불명확한 소속
채용경로의
불명확한 채용
부재
경로
권한밖의
업무지시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 불법 의료행위
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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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없음
인계노트 없음
맥이 끊어진 PA 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유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자격
다양한 소속에 속해 있음
다양한 경로로 채용됨
즉흥적인 인력 관리
아이디 도용의 문제
의료사고 발생시 보호장치
부재
개인적 거절

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continued)

결과

높은 간호 교육
간호사로서의 질전문적
임상 간호 수행
정체성
확립
PA로서의
간호사의 독자적 역할
정체성 확립 총체적이고
간호 수행
전인적인 환자 직접적
간호의 수행 환자의 긍정적 피드백
새로운
영역 개척 간호계의 관심이 필요함
간호영역의 간호
간호 영역 확대 제도적 안정을 기대함
개척
개인에 의해 흔들리는
조직 특성
법적/제도적 조직의 잘못이 개인에게
여전히
불투명한 인정의 부재 전가됨
승진 제도의 부재
미래
보상 체계의 부재
업무의 두려움
재이직의 고려 간호
3교대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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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또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낯선 역할에

고군분투의

대인관계의

확대된 역할의

대한 직면기

도전기

갈등 조정기

정립기

인과적 조건
* 삼교대 업무의
고단함
* 상급자의 독려
* 새로운 간호
영역에 대한 기대

* 의사/간호사
사이의 호환
업무에 대한
수용
*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갈등
* 삼교대와 다른
형태의 업무에
대한 실망감

결과
* PA로서의 정체성

* 질환 위주의
시선으로 바꾸기
* 프로토콜 없이
배우기
* 자기방어전략
구축하기

* 의사의 경시
* 간호사의 반감
* 환자의 무지와
혼란

* 시각의 통합과
확대
* 만능해결사
* 사례관리자

확립
* 새로운 간호영역의
개척
*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중재적 조건: 교육제도의 부재, 공식적인 자격/소속/채용경로의 부재,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

Figure 1. Process Model of the experience of Practice among Physician Assistants with Nurs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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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참여자들이 간호사를 떠나 PA로 이직하는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인과적 조건은 ‘삼교대 업무의 고단함’와 ‘상급자의
독려’ 및 ‘새로운 간호영역에 대한 기대’라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
다.

(1) 삼교대 업무의 고단함
간호사에서 PA로 직종을 옮긴 가장 주된 이유는 초처럼 자신을
태우는 간호사의 고된 업무 때문이었다. 모든 참여자는 이직의 가장
큰 이유로 삼교대 근무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신앙으로 인해 일
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상근직을 원하는 참여자가 한 명 있었으
며, 특히 기혼자의 경우, 3교대 근무와 육아와 가정 일을 양립하기
가 불가능하여 상근직을 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저하가 심해져 밤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간호사의 3
교대 근무를 기피하고 차선책으로 PA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참여자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단점은 3교대라고 직접적
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지 않는 다른 직
업을 동경하고 원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근무가 이직의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저는 신앙인여서, 이게 주일을 지킬 수 있잖아요. 3교대를
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택을 했어요. 종교 때문에..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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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 안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됐어요. 실제 PA 뽑을 때도 나이
트 근무 안 해서 왔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참여자 J)
어쨌든 저의 학문적인 배경은 간호사이잖아요 간호사들이 PA 하
는 이유는 삼교대를 안 하고 뭔가 조금 더 자아성취를 하려는 마음
으로 일을 찾다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PA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하고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L)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고 있고,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돈도 벌
어야 되고 3교대를 다 하면은 가정을 지키지 못할 거 같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쫓으려면 상근직 밖에 없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
습니다. (참여자 H)
한편, 일부에서는 간호사 특유의 조직 문화의 고단함 때문에 이
직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고된 간호 업무에 더하여, 선배 간호사들
의 간섭과 태움, 위계적 조직문화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간호사에서
떠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때는 (웃음)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거
기는 정말, 진짜, 여자들만 있잖아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냥 간호
선생님들, 윗 선생님들 너무 힘들더라구요. 항상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구요. (참여자 A)
병동에서의 그런.. 여자집단에서의 수간호사님과, 그런 거 있잖아
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수간호님 눈치를 다들 보면서 이렇게
- 28 -

별로 연관성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 싫거든요. (참여자 B)
간호부 소속에서 일했을 때는 좀 이것저것 행사도 많잖아요. 이것
저것 행사도 막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또 가야되고, 또 이거 안
가면 수간호사가 선생님 파트에 왜 참여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에도 막 일일이 다 대답하고 이런 것도 뭐 좀 그런 피곤했
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으니까 되게 좋아요. (참여자
F)

(2) 상급자의 독려
몇몇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근무지 이동(Rotation)
으로 인해 PA로 근무하고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간호부의 상급자
가 참여자가 PA로 이직하는 것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즉 직속 수간
호사의 권유로 PA로 일하고 되어, 본인은 여전히 간호사로서 PA의
업무를 하는 간호업무의 연장선상에서 PA의 업무를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상급자도 참여자가 하게 될 PA의 업무를 확실히 설명하지
는 못하면서 독려를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간호사님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메리트
는 그거였죠. 상근 할 수가 있고 주 5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
금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고민을 하
다 그냥 결정을 했었어요. (참여자 B)
간호사를 사직했다기 보다는, 그냥 로테이션을 원했는데, 이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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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라는 권유를 받게 됐죠. (중략) 그냥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간호사를 사직하거나 PA라는 업무를 간절
히 원했다기 보다는 그냥 업무적 로테이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
면 제가 회복실 근무가 거의 12년 정도 돼서 이제 좀 업무를 좀 바
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때 마침 이 자리가 비게 돼서 오
게 된 거죠. (참여자 I)
한 참여자는 PA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간호사의 권유가 있었기
에 이를 거절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되어 이직을 결
정했다.

사실상 좀 그 00외과에서 “이쪽으로 와라.” 하는데 그거를 거절했
을 때의 수간호사님이 난감해 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차피 내가 거절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생각
을 하고 옮겼었죠. (참여자E)

(3) 새로운 간호영역에 대한 기대
참여자들은 또한 신생 의료직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PA를
선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간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
행하면서 현재와 차별화 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PA가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
대를 가지고 새로운 간호영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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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간
호사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거는 또 어차피 지루함의 연속이겠다.’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간호사 자체가 일이 좀 지루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G)
처음에는 일단 수술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PA
도 그렇다고 듣고 나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어요. (참여자L)
이러한 막연한 호기심은 PA의 또 다른 명칭인 ‘전문 간호사’ 라는
명칭이 주는 자부심, 인정받는 느낌과 결합되어 더욱 이직으로 향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O병원은 (PA의)명칭이 OO외과 전문간호사였거든요. 되게 멋있
잖아요. 처음에는 신규가 뭘 알겠어요. 전문 간호사라는 것이 멋있었
고.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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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로
‘또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핵심범주로 나타났다. PA
라는 낮선 직업에 직면하여, 참여자들은 괴롭고 힘든 배움의 과정을
홀로 견디고 익혔으며, 새로운 대인관계의 형성에서 갈등을 겪으면
서도,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이라는 PA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간호 업무에서 확장된 PA의 업무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크게 4
단계로 도출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인과적 조건의 영향 아래 ‘낯선
역할에 대한 직면기’, ‘고군분투의 도전기’, ‘대인관계 갈등 조정기’,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 단계로 나타났다.

(1) 낯선 역할에 대한 직면기
가) 의사/간호사 사이의 호환 업무에 대한 인식
힘든 간호사 업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기
대로 첫 발을 디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PA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의사 인력
을 충원하고 대체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PA란 바쁜 의사
들의 업무의 일부를 맡음으로써 환자의 원활한 치료과정을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메우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의사 업무의 일부이나 간호사가 시행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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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00병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가 오지만 다른 데는 정말 안 오잖아
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그걸 대체하려는 거죠. (참여자 E)
인턴선생님이나 주치의들이 보통 하는 업무를 우리가 호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같이 일하던 간호
사들을 1차적으로 뽑고 그 빈 자리를 메우는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G)
그냥 의사선생님들을 보조한다,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만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자 C)
그 의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의사가 꼭 안 해도 되는, 약간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 일은 간호사가 원래 하는
일은 아니고 의사일이 맞는데 꼭 의사가 안 하고 간호사가 해도 그
법적으로나 이런 큰 문제가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F)

나)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갈등
업무 분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은 참여자들
에게 그 명칭(Physician Assistant : 의사 보조)처럼 모든 일을 다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업무 중에서도, 의사 본인들이 기
피하는 업무, 예를 들어 까다로운 교수님의 진료 보조나 환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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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파악 같은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는 업무들을 참여자들에게 위임
하는 태도를 보여 참여자들을 더욱 힘든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저희는 진료 외래 진료를 거의 주로 들어가니까요. 그거 들어갈
때 조금 더 힘들고 바쁜 진료가 있고, 덜 힘들고 덜 바쁘고 환자 수
더 적은 진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교수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조금 더 힘들고 이런 진료는 전공의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웃
음) 이제 PA들만 몰아서 본인은 조금 더 피해가려는 그런 느낌.
(참여자 C)
그들이 제가 모든 거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느껴지는 거. 환자를
care를 안 하고 나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하다 못해 검색
도 안 하고 제 입을 통해서 전달을 듣고 환자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걸 요구한다는 게... (참여자 E)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PA가 된 참여자
들은 의사의 업무 지시를 이견 없이 받아들여 시행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간호사 업무와 비교하여, 의사와 협력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느껴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업무 지시
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 했으며 독립적 의견을 내는
것은 힘들었다.

예전에 간호사로 근무 했을 때에는 좀 싸웠던 적이 더 많았던 거
같고.(웃음) 근데 여기 PA로 근무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약자.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좀 그런 수직관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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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C)
스케줄은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진료부에
서 4년차 전공의가 짜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들어가라는 대로 저
희는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저는 여기 들어가기 싫
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랑 또 뭐, 교수님들이 만약에 조금 더 까다로우
시거나 하면은 그 교수님한테 잘 맞춰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참여자 C)

다) 삼교대와 다른 형태의 근무에 대한 실망감
대다수 상근직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여 PA로 이직한 참여자들은
생각지 못한 PA 업무의 단점을 발견하게 된다. 3교대를 하는 간호
업무의 경우, 인계시스템이 존재하여, 자신의 Duty 이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반해, 참여자들은 퇴근 후에도 계속 일과 연계되는
연락을 받고 있었다. SNS의 발달로 인해 전화가 아닌 메신져와 문
자로 시간에 상관없이, 그 시간대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의 끊임없는 업무 지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참여자들은 실망
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실시간으로 챗팅을 주고 받아야 하며, 암묵
적으로 빠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 참여자의 핸드폰에서
는 끊임없이 알람이 울렸고, 이를 본 참여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
래서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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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때는 인계하고 가면 그만인데요. 지금은 주말에도 계속 봐
야 되고요. 단톡방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하는 거. 의사들이 그렇잖아
요. 밤도 없고 뭐, 계속 뭔가를 봐야 되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람 off했어요. 카톡을 다. 스트레스 받아요. 교수님들이 연락 할 때
에도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점심시간이구나, 출근을
했나, 퇴근을 했나’ 그런 게 없거든요. 언제든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 여행가도 또 봐요. 그거 되게 스트레스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치만 안 보면 뭔가 일이 그르쳐지는 걸 알기 때문에. (참여자 B)
새벽 3시에도 3시고 2시고 카톡이 계속 오고. 어... 뭐가 갑자기 자
기들이 하다 생각이 났다 상관없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은 되게 힘들어요.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예. 되게 힘이 들고요.
(참여자 D)
카톡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싫어요. 남은 1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단톡에 묶여 있는거예요.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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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군분투의 도전기
낯선 PA의 역할과 업무를 파악한 참여자들은 이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단계를 생소한 업무를 배우는 고군분투의 도전기라 명명하였다. 또
한 심층면담을 통해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데 평균적으로 1-2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업무는 병원의
시스템과 각 분과의 필요성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책화 또는
표준화된 업무는 없었다. PA들은 그저 그 과의 재량으로 정하는 의
사 대리 역할을 할 뿐이었다. 병원을 옮긴 한 참여자는 그전 병원과
지금의 병원에서의 일이 너무도 달라서 적응이 힘들다고 토로하였
다.

병원마다 틀리는데요. 우리 병원같은 경우는 수술실과 병동이 아예
구분이 되서...(중략) 그건 병원마다 재량껏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
요. (참여자 J)

가) 질환 위주의 시선으로 바꾸기
간호 이념과 철학,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간호 지식체를 가진 참여
자들은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
을 간호의 시각에서 의학의 시각으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PA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일반병동 PA와 수술실에서 일하는
SA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병동 PA의 경우, 수술 전 검사 처방,
검사 시행, 교수 진료실에서의 진료 보조, 입원 환자 치료, 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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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같은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전반적 과정에 모두 관여한다
고 볼 수 있다. 수술실 SA의 경우 수술 스케줄 관리, 수술 준비, 수
술기구의 Setting을 비롯하여 가장 큰 역할로 수술 보조를 하고 있
다.
이러한 PA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인간’이 초점이었
던 간호학적 시각에서 ‘질병’이 초점인 의학적 시각으로 자신의 마
음을 변화시켜야만 했다.
참여자 E는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를 한 가지 분야에 대해 폭 좁
고 깊게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간호사가 넓게, 이거 저것 안다면, PA는 이 과에 대해 깊이 알아
야 해요. 폭이 좁지만 깊게.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니 힘들죠. (참여
자 E)
들어가 보면 간호학베이스와 의학베이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
분 집합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
해서 치료받기 전까지의 관리, 아니면 치료 후나 퇴원 후 관리 등
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의 업무 지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참여자 L)
내가 간호사니까 베드사이드에서의 환자를 돌보는 건 알잖아요.
PA를 하려면 일반 간호지식 말고 기초과학 쪽 분야 의학통계라던
가 사정하는 구체적 방법이라던가 심지어는 행정업무까지 관여하니
까 이쪽으로 새롭게 나 자신이 변해야 해요. (참여자 H)
CARE 중심에서 CURE 중심으로 시선을 바뀌면서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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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속된 분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모든
참여자들이 PA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지식 부
족’을 이야기했다. 지식은 의학 지식 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 전
반에 걸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해당 과의 분위기, 인간관계 등 배
경 지식을 포함한다.

의학 쪽의 지식이요.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
에. 이게 진료 보조가 거의 주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OO과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 지식과 약이랑 그런 것
들.. (참여자 C)
사실은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보거나 CT를 보거나
PET나 이런 영상 MRI를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이탈 하고 환
자분 검사 보내고 이런 게 주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본 게 몇 번 되
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제 영상, X-ray를 보고 문제가 생길 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description하는 게 어렵죠. (참여자 D)

나) 프로토콜 없이 배우기
한국의 PA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교육과정의 부재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모든 참여자들은 지식 습득을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야만 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눈치껏 업무를
하며 의학 지식 관련 부분은 혼자서 책을 보며 공부했고, 모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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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의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
다.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교수님이 말한 거를 그냥, 알아서 파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쪽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있을
때 그냥 막 뭐라고 하시면 마음이 상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
서... (참여자 A)
간호 파트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략) 근
데 여기는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늘은 이것 좀
배우고, 내일은. 회진이라는 것도 이제 교수님 옆에서 따라 돌고 하
는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한 1년을 일한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어요. 그런 체계가 없더라구요. 의사들은. 옆에서
봐도. 그건 간호 파트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참여자 B)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또 제가 PA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혼자 OO과 책 보고 질
환 공부하고 약 같은 거는 이제 진료 보다보면, 이럴 때 이런 약을
주고 저럴 때는 저런 약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배웠
어요. (참여자 C)
교수님들은 전공의한테는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이제 진료를 보다
가도 가르쳐주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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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 보니까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감히 교수님한테는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그냥 혼자 해
결하고 혼자 전공의한테만 물어보고... (참여자 F)

다) 자기 방어 전략 구축하기
참여자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점 중 하나는 현행 의료법상 간
호사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의사의 업무 지시(order)를 강요받는
경우였다. 한 질병에 있어 규칙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처방의 경우,
컴퓨터로 클릭을 반복해야 하는 단순 업무가 많아서 전공의들은 대
부분 PA에게 자신의 아이디나 진료카드를 사용하여 대신 order를
내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 처방이 의료 사고로 이어지거나 법적 문제로
대두될 경우, PA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이러한 사실
을 잘 알고 있는 참여자들은 또다시 개인적인 거절을 반복하고 있
었으나 이러한 개인적 투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른다고 하였
다.

의사들은 “나를 보조를 해야 하니까는 많은 걸 해줘야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
지만 그 의료법이나 이제 제가 간호사로서 권한이 없고, 저에 대한
법적으로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계
속 싸워가면서 내 선을 긋고 있는데. (참여자 F)
술기들 관련된 거라든지 뭐 제가 처방을 이 정도쯤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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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를 내려주기를 바랄 때, 그럼 그 약이 잘못 들어갔을 때에, 만
에 하나라도 side effect가 그 환자한테 나타났을 때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교수님은 “내 카드로 넣는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지지 어떻게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 그렇지만 교수님 카드를
내가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하고서는 계속 싸울 때.
(참여자 D)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해서 잡혀가면 교수님이
대신 잡혀가실 거냐구,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구. 전 못한다구.” 그
러고서는 음 “그걸 하는 사람을 원하시면 전 rotation 시켜주세요.”
(웃음)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는 먹혀요. (참여자 E)
또한 PA의 업무 환경을 처음 계약 조건이 아닌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 바꾸려는 시도가 많이 드러났으며, 이런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사직까지 결심하고 상급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해결해나가고 있었
다.

근데 이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갖고서는 일을 하고
있죠. 토요일 날 근무를 하라고 했었나, 토요일 날 당직자를 하나
만들자고 했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때(웃음) “rotation이 안 되
면 저는 휴직을 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여자 E)
3교대를 가면은 더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서 다시
또 더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편한 대로... “그러려면 처음
부터 다시 (PA를) 뽑으세요” 라고 했어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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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관계 갈등 조정기
낯선 PA의 역할에 직면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업무를 배우는 과정
에서 참여자들은 새롭게 대인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했다. 참여자들
은 자신의 직업이 인간관계가 좋아야만 하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이
는 PA의 위치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불안한 위치로 보다 확고한
위치에 있는 동료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사이에서 부딪힘 없이 일
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공식적 역할이 정의되지 않은 PA는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양쪽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박쥐같은 존재로 참
여자들은 소속감의 부재에 대해 토로하였다.

병동에 간호사들한테 가면 제가 간호사가 아닌 거예요. PA라는
사람들이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의사집단 과에 소속돼서
얘기를 하다보면 저는 간호사인 거예요. (참여자 D)
의사 집단에 있을 때는 저는 또 의사도 아니고 여기 소속자도 아
니고 약간 보릿자루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간호사님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또 여기서도 간호사는 아니에요. 그러
니까 그럴 때. 이건 교집합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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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의 경시
의사와의 관계에서 PA들은 확립되지 않은 업무 분담의 문제로 주
로 1년차, 2년차 주치의들과 갈등이 있으며 때로는 교수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상처받았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런 갈등 과정 속에서 의사
들이 PA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우월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태도를
보여 속상하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교수님들이 전공의한테 환자 볼 때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방은 전공의 있으니까, 제가 PA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듯이 좀
‘너가 알아들었다고?’ 저희가 알아들었다는 게 좀 막 거슬린다는 식
으로 말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서 저희들끼리도 이야기하고 하거든
요. (참여자 A)
교수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너네들은 의사 어시스턴트 아니
냐? 그러면 우리를 모든 걸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내가 편하면 되잖아. 이거 해가지고 와.” 뭐 이렇
게. 왜냐면 그게 타이틀부터가 어시스턴트니까. “너네는 우리가 원하
는 대로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주면 너네는 우리를
돕는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요. 그럴 때는 되게 난감하고 좀 그렇죠. (참여자 D)
또한 교육 시스템의 부재 속, PA들이 전공의들에게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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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반복되면 그 당사자들이 참여자들에게 짜증
을 내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물어봐야하는 상황이니
까 그런 것들을 되게 짜증스럽게, 우리한테 좀 막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참여자 A)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례한 태도와 말로 인해 참여자들의 자
존감 저하는 심화되고 있었다. 참여자 J의 경우 의사가 PA를 간호
사로 여기지 않아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전공의들도 그렇고 집도의도 그렇고...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타
까워요. (참여자 J)
어떤 전공의가 그러더라고요. 왜 PA를 해요? 진짜 무시하는 투
로 왜 PA를 하냐고. 저는 간호산데요 얘기를 했거든요. PA도 간호
사예요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랑 PA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충격을 먹은게, 아.. 저 사람들도 간호
사랑 PA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참여자 J)
그러나 참여자들이 업무 적응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 관계가 역
전되어 오히려 참여자들이 연차가 낮은 전공의에게 업무적인 도움
을 주는 경우가 많게 되어 의사와의 갈등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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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오래 일을 했고, 새로 들어온 1~2년차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많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그
런 건 없는 거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좀 바뀌는 거 같
아요. (참여자 A)
1년까지는 엄청 헤매고요, 한 2~3년 정도 되니까 이제 흐름 같은
걸 알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 들리고. 저희는 계속 keep해 있고 의
사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거
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이니까. 이제 저희가 오히려 조
언을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건 한 2~3년 정도. (참여자 G)
특히, 한 과에서 오래 일한 참여자들은 매년 새롭게 과에 들어오
는 전공의들에게 실무 지식을 전해 줄 수 있었다. 처음 업무를 배울
당시, 업무 갈등과 무시로 힘들었던 의사와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PA로서의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저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chief들이나 이제 fellow들이 새로 오면 어쨌든 모르잖아요. 수
술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느끼는 거 같아요. 조금 헤맬 때 tip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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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사의 반감
참여자들은 간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병동과 수술실의 일
부 간호사들은 같은 간호사 출신의 PA들이 의사의 역할을 하고, 그
들이 PA들의 오더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간호사로서 친하게 지냈던 동
료에게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병동 간호사들이 PA한테, 저 사람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나한테
오더를 왜 하는가?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주치의들이 수술실에 들
어가 있는 경우에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될 때 간호사들은
‘PA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J)
제가 봐도. 그리고 병동 간호사님들은, 오히려 좀 안 좋게 보기도
하는 거 같아요. PA라는 거 자체를. 간호사인데 저기서 의사랑 이
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아
요. (참여자 B)
(간호사로서) 후배이자 제가 가르친 아이인데도 걔한테 얘기를 할
때도 조심스러운 게 있기는 해요. 간호 acting을 하면서 PA가 나한
테 지시를 한다고 느끼지 않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하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시각이 확대되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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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 사
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낄
때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간호사임을 되새기며 그 본질을 붙잡고
있었다.

시대가 벌써 바뀌었고 훨씬 (간호사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사
람들인데 ‘왜 notify수준은 더 낮지?’ 그 생각 지금 굉장히 많이 하
고. 옆에 있다 보니까, 의사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사
람이 정말 환경이 무서운 게, 저도 focus가 의사처럼 되가는 거예요.
(참여자 B)
저는 우월감을 느낀 적은 없구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답답함을 느
낀 적은 꽤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 간을 여기에서 일
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모를 수가 있지?’ 하고서는 답답함을 느낄
때는 있었어요. (참여자 E)
병동 간호사님들은 저만 출근하면. 의사를 건너뛰고 물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중략) 예전 같으면 저 병동일 때 의사들이 다 컨트
롤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회진만 따라 돌고 약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
면 제가 우월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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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의 무지와 혼란
PA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는 새로운 의료직이기에, 참여자들
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혼란함을 느꼈다. 환자가 느끼는 혼란은 사회
배경 속, 흰 가운의 상징성에 기인한다. 병원에서 흰 가운은 의사들
이 입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단 저희는 항상 간호사라는 거를 주입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흰색 가운을 입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그 어르신들
은 뭐 이제 의사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서 뭐 수간호
사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담 간호사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 하고서는 또
잊는 분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참여자 E)
이런 환경 속에서, 간호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게 된 참여자들은
환자의 양면적 태도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떤 환자들은 참여자들을 의사로 인식하고 다가오지만 의사가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태도를 확 바꾸기도 한다. 환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한다고 생각해 참여자
들의 지시를 듣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간호사이지
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대응해서 갈등 상황
을 해결해 나갔다.

저희가 다른 과 진료를 가야한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간호사인 걸 아니까 “왜 너희들이 의사도 아닌데 너희들이 다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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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라마라 하냐”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의사 선생님들이랑 다 이
제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고 그래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참여자 A)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운 입고 의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의사선생님 말씀은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의사
아니고 저 전담간호사’ 이러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참여자 D)
반면에 또 다른 환자들은 PA들을 의사는 아니지만 간호사 이상으
로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참여자들과 별다른 갈등 없는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다. 병동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환자들이 자신들
을 간호사 이상, 즉 의사는 아니지만 병동의 간호사보다는 높이 인
식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환자 care를 함으로써 환자와의 관계를 좋
게 유지하고 있었다.

저희가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가운을 입거든요. 그니까 의사는 아
닌 거 같은데, 환자들이 보기에 저희가 저희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소개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바쁘기도 하고. 환자를 대하면
간호사일 때보다 훨씬 더 존중해주는 느낌.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당신들 dressing을 해주고 drain을 빼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B)
가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무시를 안 해요. 의사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우리 간호사 옷을 입고 일하면, 환자들이 의사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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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가서는 뭐라고 불평, 불만 말을 못해도 그거를 다 간호사들한테
나와서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정말 심하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막 하지를 않더라고요. 가운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난 똑같이 간호
산데.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참여자 C)
유니폼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운 예. 그 간호사 가운을 안 입고 의
사 가운을 입거든요. 환자들 대할 때 분명히 간호사님한테도 막 화
를 내고 있다가도 저희가 가면 그래도 좀 수그러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참여자 D)
또한 환자들의 혼동으로 첫 만남이 안 좋은 경우라도, 참여자들은
한 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내원하는 환
자들과는 자주 만남으로써 친근감을 쌓았다.

워낙 병원에 계속 다니시니까. 근데 간만에 왔는데 아는 얼굴이
있고, 제가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세요. 한 교수님의
진료를 양쪽 방을 봐요. 그럼 한 방은 전공의 들어가 있고 한 방은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은 “나는
저 방에만 넣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요. (참여자 C)
환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참여자들은 생소한 PA라는 명칭 대신
에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환
자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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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
생소한 업무를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익혀나가고, 어려운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하던 참여자들은 의료인으로서의 보람과 사명감,
직무 수행에서 오는 만족감 속에서 해답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호 철학 위에 의학적, 실무적 지식을
쌓아 올려 또 다른 간호사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가) 시각의 통합과 확대
간호학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PA로 이직한 참여
자들은 업무 적응 과정을 거치며 PA만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간호사 시절, 바쁜 스케줄에 내밀려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환자교육과 간호를 실시하였다면, PA가 된 이후, 해당 분과의 의학
적 지식에 대해 보다 깊게 배우고 나니, 환자에게 근거가 확실한 과
학적 간호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간호사를 하고 나서 PA를 한 거기 때문에 간호사의 장점을
살려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걸 조금 더 보완해서 환자들을 케어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의사 쪽 일을 함께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더 환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간호사이긴 하지만 지식수준이
의사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자 K)
반면, 확대된 시각으로 환자를 생각하게 된 참여자들은 일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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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간호사들을 볼 때, 약간의 우월의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우월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간
호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같은 간호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참여자 D)
저도 모르게 PA 업무를 하면서, 제가, 아까 보는 눈이 넓어졌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어져서 그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
만,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호사가) 이거는 하 이렇게 왜 저렇게 했
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참여자 D)

나) 만능해결사
시각의 통합과 확대 아래, 환자들에게 치료와 간호 서비스, 교육
/상담 서비스 및 행정적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들
은 명실공히 만능해결사로 불릴 만 하였다.

OO과 같은 경우는 지금 PA가 없이는 돌아가기가 힘든. 왜냐면
간호사를 이미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간호사들이 되게 또
좋은 점은 모든 (병원의) 업종, 업무와 되게 연계가 잘 되어 있잖아
요. 원무과 입퇴원 그리고 각종 검사실과의 연계 뭐 그런 것들, 다
른 병동과의 연계. 그게 기본이 되는 거 같아요. PA 자체가. 저 같
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술 스케줄 잡거든요. 그리고 입원
환자들의 수술 전 관리도 하니까 연관성이 굉장히 있죠. 병동에서
오래 근무하기도 했지만 병동에서의 업무에 거의 한 20~30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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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쓰는 거 같아요. 검사실과 예약 관련이라든가, 환자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더 줄 수 있고. 그니까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독자적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요즘에는 설명 간호사가 생겼잖아요. 우리 병원에. 다 설명 잘 하
시지만 제가 간호사일 때랑 PA되고서 focus가 다른 거로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질 높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B)

다) 사례 관리자
참여자들은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모든 치료과정에 관여
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치료/회복과정 뿐 아니라, 외
래에서 처음 환자를 만나 입원 동기 및 history까지 상세히 들어주
고, 퇴원한 후에도 가정간호 및 보험, 복지 관련 문제 상담 등 전면
적으로 환자를 지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었다. 이는 3교대 근무로 인
계시스템이 존재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으로써
참여자들은 한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의사가 요구하는 PA의 일반적 업무
가 아니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애에 바탕을 둔 간호 정신에
서 나온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와서 몇 분동안 얘기하고 “내일 뭐 합니다” 이렇게 가잖
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보험얘
기까지 해가고 (중략) 그리고 두 분이 막 우시면서 “둘 다 아파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월세를 얼마를 받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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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 자기들 “속이 시원하다”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
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 기간이나 입원 그런 것들 까지 해주기 때문
에... 사실 저는 환자를 ‘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피곤할 수 있죠. 얘
기 다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볼 때도 훨씬 더 그거를 만족스러워하고.
네 그렇긴 해요. (참여자 D)
의사보다는 많이 생각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다른 PA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돈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말해도 의사는 그냥 “사회사업실
팀이랑 얘기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지만, 저는 더 들어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있
으면 더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환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F )
많은 참여자들이 ‘환자의 회복 흐름에 함께 한다’ 라고 표현하였으
며,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한 명의 PA가 이 모든 과정을 조정/
관리하는 case manager(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흐름을 보면서 내가 같이 간다는 생각에 보람은 느끼죠. 예. 보람
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 사실은. (참여자 D)
어떻게 보면 의사라기 하기 보다는 전체적 코디네이터. 환자가 처
음병원에 와서 외래에서부터 치료받고 퇴원하고 다시 외래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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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과정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행정, 간호, 수술 까지 전체적으로, 병원 어디에도 발이 안 담겨져
있는데가 없어요. 성과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 곳에 투입이 되어있다
고 할 수 있어요. (참여자 L )
간호사다 의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의 원스탑 서비스를 위
해서 관리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재원환자만 보잖아요. 만약 갑상선 환자가 입원했다고 하면 어디에
서 첫 진단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래를 보고 치료를 받는
지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갑상선 환자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는 이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해 있는 동안만 보는 거잖아요. (참여자 H)
일반 병동 간호사 일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고, 좀 진료에 가깝게
그렇게 약간 스페셜한 거를 봐주고 흐름을 봐주는 그런 거라 생각
하지, 간호사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참여자
D)
이에 더하여 참여자들은 세심하고 자세하게 환자 상담을 진행하
고 있었다. 바쁜 의사들을 대신해서 병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
자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였다.

저희 환자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교수도 안 친절하고 AN들도 안
친절하고 간호사들도 안 친절하고 검사실도 화 엄청 내고 그런데
저희 방에 오셔서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친절하다.” “진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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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못 들었던 거 여기서 듣는다” 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간호사라서 이런 것들 좀 더 잘 말하고 더 해드리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A)
의사도 바빠서 설명 잘 못해주는 거를 조금이라도 잘 설명해줘서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참여자 F).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환자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그
사람도 잘 받아들일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많이 궁
금해 한다는 거예요. 병동간호사의 경우 일일이 앉아서 설명해주기
가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식사방법, 일상관리 수행, 운동법 등 일상
적고 사소한 것 까지 설명해줄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해주면 환자분
이 고마워 할 때, 의료인으로서의 보람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참여
자 K)

3)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참여자들이 행위/상호행위 전략을 선택하는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생 의료직인 PA를 둘
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 이슈를 의미하며 참여자들의 PA역
할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층면담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제들을 ‘교육 과정의 부재’, ‘공식적
인 자격/소속/채용경로의 부재’ 및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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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의 부재
참여자들은 업무를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배울 수 있었다면,
초기의 적응이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토로하였다. 이는
‘프로토콜 없이 배우기’ 과정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이었다.

자꾸 보니까 보이긴 하고 자꾸 보니까 ‘어 이거는 benign이 아니
고 cancer인데? 이거 lymph node 조금 이상하네? 이건 얘기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
고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현재 PA를 배출하는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이다.
각 분과에서는 참여자들을 채용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실무에 투입하
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이를 사막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고 표현했
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버티는 것이 일이 많은 것 보다고 힘
들다고 토로하였다. 자존감 저하와 의사의 무시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태는 결국 독학으로 해결되거나, PA끼리 인계노트를 만들어서 공
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교육이 안 되고요. 자발적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적응을 하
든지 탈락해서 나가든지 그런 거고, 의사들은 의사 수준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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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화된 교육체계가 없다는 거예
요. 필요에 의해서 뽑아서 쓰여지기 때문에 통일된 부분이 없고, 다
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PA를 교육하기 때
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큰 문제
가 될꺼 같아요. (참여자 K)
한국형 PA 채용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흉부외과에서, 의사의 주도
아래 흉부 학회 등에서 흉부외과 PA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2회 실
시하였으나,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중지된 상태이다

11년도, 2월에 처음 시작했었고 교육을 12년도 13년도 했었거든
요. 교육을 했었는데 못했죠 그 다음부터. 왜냐면 그때 2회 1회인가
교육을 시작할 때 난리가 났어요 의사협회에서. 불법이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점점 작은 목소리로) 아무튼 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참
여자 D)
참여자들이 받는 정식적 교육은 유일하게 간호사 보수교육이었으
며 직접 대한간호협회에 신청해서 보수교육을 받아 간호자의 면허
를 유지하고 있었다.

(2) 공식적인 자격/소속/채용 경로의 부재
태생적으로 의사의 필요성에 의해, 각 분과마다 기준 없이 P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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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한국의 현실에서 PA의 공식적 자격을 규정짓고 그 권한과
직업 환경을 제한/보호해 줄 법적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채용되었으며, 크게 계약직, 정규직, 촉
탁직으로 나뉘었다. 이 중 촉탁직은 무기한 계약직을 칭하는 것이지
만 촉탁직인 참여자 본인도 상세한 설명을 잘 하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의 소속도 다양하여 의국, 진료 행정실, 간호부 소속이
가장 많았다. 간호부 소속의 경우는 간호 업무에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PA의 업무를 하는 중이였다.

저는 또 진료행정실 소속이에요. 뭔가를 할 땐 단과 의국에다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 또 소속은 진료행정실인지 모르겠어요. (참
여자 A)
정규직 그리고 또 촉탁직 뭐 이렇게 있어요. (채용경로가) 한 4가
지 되요. 저희끼리 일하면서도 뭔가 좀 그렇거든요. PA라고 뭔가
하나 될 수가 없고, (중략) 그 사람들 다르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
라 계약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참여자 K)
각 과의 재량에 맡겨진 인력 관리는 또한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아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해당 과의 인력을 늘리고 줄이
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즉흥적 결정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PA들이였다.

그런 게 되게 왔다갔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력에 대한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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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간호 파트는 인력을 딸 때 굉장히 데이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PA는 그 분과에서 ‘지금 너무 바빠 뽑아야 돼’ 그럼 바로 뽑
아요. 근데 또 위에서 “아 거기는 인력이 너무 많아 빼” 하면 그러
면 또 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
합리하고. (참여자 B)

(3)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로 인해 참여자들을 가장 괴롭게 하며, 사직
까지 떠올리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를 대신한 대리 업무 지
시 문제였다. 현행 의료법 상, 업무 지시(오더)는 간호사의 업무 권
한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묵인되고 암암리에 참여자들은 강요를 받
는 상황이었다. 어떤 과에선 기록을 한 PA의 이름 약자를 남김으로
써 의사와 PA의 처방을 구분 지으려 했지만, 이는 분명 PA로 근무
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권한 밖의 일이며, 아이디 도용의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간호사로서 이제 법을 위배하지 않고 그 선을 지키면서 일을 해
야 되는데, 사실 오더도 내고 있죠. 안 되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 못 따라 와요. (참여자 C)
어떤 교수님은 자기 본인이 보고서 “이렇게 봤으니까 된 거다. 손
만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면 안
되는데. 한 교수님은 “아 그래? 몰랐어.” 이러면서 본인이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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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하겠다고 기록만 하래요. 그래서 오더를 본인이 하시는데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 달 해
보시더니 안 되겠다고 다시 그대로. (참여자 C)
“내 아이디로 갖고 니가 오더를 내면 되지 않냐.” 그래도 그거는,
그거죠. 아이디 도용까지 되는 거죠. (참여자 D)
아이디 같은 것도 다 의사 거를 그냥 써요. 4년차 전공의 것을 같
이 다 쓰고, 그냥 저희가 기록한 거는 따로 그 의무기록 밑에다가
제 이니셜을 남겨서 PA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간호사 아
이디로 된 제 거를 아예 안 쓰고 로그인 같은 거 하거나 무슨 기록
을 남길 때도 다 의사 아이디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메모를 남기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로 기록만 남
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 오더도 넣고 그런 거 다 하거든요. 나
중에 누가 진짜 오더를 넣었는지 이런 거를 찾을 길도 없고, 그런
거에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참여자 F)
참여자들은 대리 업무 지시가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
우,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였
다. 몇몇 참여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으
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내 카드로 교수님은 “내 카드로 넣는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지
지 어떻게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 그렇지만 교수님 카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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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하고서는 계속 싸울 때,
그때, 정체성 나 내가 하는 일이 뭐지 하는 거를 좀 혼란을 느끼기
는 하지만. (참여자 E)
기록상의 문제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누가 의사가 한 게 아니니까 의료기록이 아니다 하
면 ‘누가 저를 변호해주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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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1) PA로서의 정체성 확립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적응 과정을 통해 한국형 PA로서의 정체성
을 확립할 수 있어 지금은 내적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본인의 정체성은 간호사이며, PA는 간호사의 또 다
른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 면허증이 있고 언제든지 다시 간호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호사이긴 하지만 의사를 도와주는 PA의
일을 하는 거지요. 제가 정말 간호사의 일을 버리고 정말 PA를 선
택한 것이 아니라 PA라는 다른 역할, 수술장 간호사 병동 간호사의
일이 다른 것처럼 PA라는 다른 분야에 간호사로서 투입이 됐다.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K)
그냥 똑같아요. 일반 간호사들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똑같이 뭐 대
한간호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시간호사회에 소속되어있고 그게
전부에요. PA에 대한 따로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좁게 보면 (간
호사를) 빼앗겼다 생각이 들기도 할 거 같은데, 그냥 저는 더 새로
운 분야가 열린다 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싶어요. (참여자 C)
저는 그냥 내가 간호사고 그거를 부인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도 아닌데 간호사를 부인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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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뭐가 됩니까. (참여자 I)
저는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
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환
자들을 대해야하는 부분에서는 간호사 마인드에서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측은지심도 있어야 되고 (중략) 분명 얼마 전에 분만 했는
데 애기를 잃어야 되는 상황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같이 공
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참여자 I)
특히나 제가 하는 지금 이 업무는. 교수님이 옆에서 불러주시는
오더 사항에 대해서 describe하고 이게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진단명
에 맞춰 오더를 내고 처방을 내리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들과 공감
하고 뭐 눈 마주치고 감정 맞추고 교감하고 이러는 일은 없어도 충
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정보를 듣고 듣는 과정 중에 그들
의 삶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B)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의 치료/회복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를 시행할 수 있음에 만족함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직접
간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긍정적 피드백은 빡빡한 스케줄에
지친 참여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비타민과도 같았다.
3교대를 하는 간호업무와 달리, 한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전 과정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치료/간호 전략을 세
울 수 있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직업적 만
족감과 자존감을 상승시켜 힘든 업무를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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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환자 마취되고 나면 환자 수술부위만 보고 수술만 하고 환자 나
가버리면 전혀 회복과정을 모르잖아요. (참여자 J)
조금 더 질 높게 환자의 질환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많이 설명
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참여자 B)
간호사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PA의 실무를 하고 있는 참여자
들은 이는 간호학이 아닌 타과 출신의 PA들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확신했다.

임상 병리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병리적 그 결과만을, 데이터를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환자
가 얘기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기록을 한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B)
수술실에서 SA로 일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수술 과정에서 PA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PA가 대충 도와주려면 대충 도와줄 수도 있고 잘 도와주려면
한이 없는 일이거든요. 잘 도와주려면 정성껏 정말 성심성의껏 이
집도의의 수술을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다 생각을 하면 정말 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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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줄 수 있거든요. 정말 웃긴 게 retractor 하나를 잡는다고 해도요.
방향과 각도와 힘과 이 조절을 정말 잘해야지 생각을 하면요. 이게
살 떨리는 거거든요. 하면서 숨도 쉬지 말아야 해요. 정말 나의 손은
마비되어 가지만 내 손은 마비되고 있지만 정말 잘 잡아 줘야 해요.
이 retractor의 무게는 정말 몇 그램 나가지 않지만 이걸 잡고 있는
내 손은 제가 잡을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은 assist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대충 서는 사람이 있
고 정말 잘 서는 사람이 있고.. 그걸 operator는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 도와주고 있구나하는 것은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은 알
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assist의 질은 다르
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PA에 따라 그 수술의 완벽도
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때문에 사실 PA 가 중요해요. 그 수
술의 완벽도에 따라서 누가 서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PA를 대충 할 수 있는 자
리가 아니거든요. (참여자 J)

(2) 새로운 간호영역의 개척
PA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참여자들은 간호학의 아래 PA는 새로
운 간호영역의 개척지이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의 중요한 한 부분
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계에서 PA 제도를 조직하고 관
리하여 사회적으로도 PA들의 자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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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A라고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조금 부끄럽고, (강조하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 의견이라면 이름이 마음이
안 들고. 예. 어시스트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런
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간호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간호사 출신들이 여러 직종에 갔잖아요. 그것처럼 (PA가) 새로운
한 분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참여자 D)
중요한 것은 간호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간호사를 하는 사람들이
PA로 진출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간호파트에서 PA 들을 위
해서 파워를 실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이 파워를
실어주지는 않거든요. 간호사를 의사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간호사를 PA화 할 수는 있으니까. (참여자 L)
의사 간호사 사이의 호환되는 병원의 실무를 배움으로써 보다 확
대한 시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진정한 간호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3)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그러나 중재적 조건에서 열거한 PA의 열악한 환경과 법적제도의
부재 등의 외적 상황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PA의 업무를 계속할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하였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몸담은 조직은
그 해당 분과의 최고 상급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또한 조직 체계의 오류로 인한 잘못들을 참여자 개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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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극복하거나, 문제의 발생시, 참여자의 탓으로 돌려지는 상황
이 벌어지곤 했다.

지금 가장 느끼는 어려운 거는 교수들의 성향. 저희가 한 교수만
맡으면 너무 개인 비서화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기마다 이제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같은 파트에서도. 그런데 이제 교수님마다 성
향이 틀리니까. 그 성향이 조금 고약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참여자 D)
환자가 가렵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6인실이었어요. 환자 6명에
보호자 최소 한 명 이상. 그러면 거기 12명 이상이 있었던 병실에서
저한테 “왜 해결 안 해? 뭐 니 몸 안 가려우면 다야?”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한 5분 10분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어요. (중략) 되게 상처
를 받았던 거는 환자나 보호자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 같고 교육
을 할 수가 없고 괜찮냐고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
돼있었죠. (참여자 D)
승진 제도 같은 보상 체계의 부재 속, 한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
는 것같이 느껴지는 참여자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막막함을 토로하
였다. 간호부 소속의 참여자들은 간호사로 돌아갈 것을 많이 고려하
고 있다고 하였으나 병동에서 다시 3교대의 힘든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다.

좋아서 있기 보다는 내가 지금 acting을 하고 이런 게 8년이 지났
잖아요. 8년이 지났고 ‘내가 지금 다시 acting을 할 수 있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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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면은 3교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더 커요.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어디가도 반겨줄 나이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자
신감도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
두려움이 더 크죠. 좋아서 있기보다는.(참여자 D)
이제 막 누가 수간호사 시험 치고, 이제는 저보다 밑에 연차들이
다 되는데 저희는 여기 머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
고, ‘내가 이거 보람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번씩 가다
가 되게 안 좋은 환자 보호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좌절이 있
고. (중략) 의사들은 퇴근시간 상관없이 일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시 8시 막 10시에 집에를 가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은 없
고, 그럴 때 내가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을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
요. 보상받고 싶어요. (참여자 D)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일이 그렇게, 비
전이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PA를 계속 해서 뭐 승진을 할 것도 아
니고. 지금 계약직으로 있으니까 계속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며. (참
여자 F)
한 참여자는 다른 길을 찾아서 또다시 이직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하였으며, 아무리 자신이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을 해도 수당과
승진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간호사에서 P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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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배웠지만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
각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내가 아닌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서도 상
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속상하잖아요. 성취도가 떨어지면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일
을 별로 오래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자리로 가야죠.. (참여자 J)
만약에 간호사랑 PA랑 다시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간호사 할 것
같아요.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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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들이 생소한 역할에 직
면하여,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그 상황과 자
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작용/상호 작용을 통해 적
응해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또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
가기’ 로서, 이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
기’ 란 간호 철학과 PA의 직무가 서로 통합되어 새로운 간호사의
역할인 PA로 확립되는 과정이다. 즉 간호 이념과 간호 철학을 가진
간호사가 새로운 업무를 배워 PA라는 새로운 간호영역의 확대를 가
져오는 과정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
였다.

1.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
참여자들이 간호사를 떠나 PA로 이직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규칙한 간호사의 3교대 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통적 3교대 근무 체제가 아닌 다양한 시
간제 근무제도와 낮번과 밤번을 나눈 고정근무제도의 활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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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등의 간호계 내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
된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
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이태화, 2014) 간호사의 이직
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PA의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막연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이직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또 다른 회의감과 후회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직의 시점에서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PA의 업무에 관한 명확하며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의 단계에서 취해
진 행위/상호행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단계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낯선 역할에 대한 직면기’ 로서 참여자들이 생소한
PA의 직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PA에 대한 법적 근거에 없는 상태에서 수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업무
위임을 당했으며 의사와의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개
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담간호사라 불리우는 PA들을 가
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불명확한 업무 구분과 업무 지침서의 부재
(곽찬영, 2014)이며, 양자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하여 마찰이 발생한다
는 (정영인, 2015) 연구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이며, 이에 법적
으로 그 업무를 명확히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
료진과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는 것은 PA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법적 문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인 ‘고군분투의 도전기’에서 참여자들은 환자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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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간호에서 질환 위주의 시선으로 전환시켜야만 했으며 이 과
정에서 꼭 필요한 의학 관련 지식, 실무지식을 배울 때 체계적인 교
육 과정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가 하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업무를 강요당하기도 하였
다. 이 때, 법적인 보호체계가 전무한 PA들은 개인적인 거절과 투쟁
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
고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불법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방
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한나, 2016). 의료법 제2조 2항에는 의사
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수술,
시술 및 처방을 PA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PA가
의료 행위를 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김한
나, 2016), 각 업무수행에 있어 해당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업무의
기준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세워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세 번째 단계는 ‘대인관계의 갈등 조정기’ 단계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와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의사의 업무에 치중하면서 간호사
들로부터 견제와 반감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
여 그 사이에 선 경계인의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대인관계에서의 소
속감은 인간 생활의 근원적인 동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적
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관계 갈등은 PA의 업무 수행과 그 적응 과정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 다양한 PA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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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간호부로 일원화시켜 의국에서 분리된 부서의 독자적인 운영
과 간호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며, 일반 간호사
들에게도 PA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편견에서 나오는 대인
관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환자는 병원에 방문해 PA라는 낯선 직업을 처음 대하여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욱더 PA의 사회적 역할정립과
법적보장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로서 참여자들은 간호사
정신 위에 의사의 실무적 지식을 더하여 시각의 통합과 확대를 가
져왔으며, 이에 만능해결사로서, 사례관리자로서 임상 간호의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역
할과도 매우 유사하다. 전문 간호사는 명확한 법적 제도의 근거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전문간호사는 일
반간호사와 일할 때와는 달리 내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고,
간호사로서의 전인간호적 시각에 의사의 시각이 추가되면서 좀 더
총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였다(한민경,
2011).
이렇듯 전문 간호사의 전문성 경험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정체성
찾기 경험은 그 본질이 매우 유사하며 나아가 한국형 PA의 제도 확
립은 전문간호사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로 도출된 ‘PA로서의 정체성 확립’에서는 참여
자들은 간호사이며 또다른 간호사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PA라는 직종을 새로운 간호영역의 개척 및
확대로 보기에 충분하며, PA라는 이름에서 참여자들은 간호의 의미
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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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초반, PA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
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법적 제도의 결여, 특히 보상과
승진 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참여자들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고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회의와 발전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성지숙, 2015)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병원정책 측면에서 PA의 채용 및 배치에 대한 규정
과 평가 및 승진 체계 등의 인사 정책을 공고히 마련하여 PA들의
직무 만족도 및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형 PA는 의사들의 요구와 필요성으로 대두되어
3교대 업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간호사들의 요
구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양적 확대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전문 간호사 제도 안에서 간
호사의 역할 중 하나로 PA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Physician Assistant)의 실무
경험을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이들의 경험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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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PA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
적응 과정 및 그 결과에서 보이는 행위 및 전략들에 대해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체적 이론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PA의 정체성 찾기는 결국 간호사의 정체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함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간호 실무면의 의의로서
PA를 전문간호사 제도권 내에 두어, 전문간호사의 실무 범위를 제
고하고 이를 근거로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 착수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출된 실제 모형은 실무에서 PA들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
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간호교육면에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전문 간호사의 역할 중 하나로 PA의 다양한 업무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 연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에 대한 실체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는
PA의 업무 적응 과정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의 본질을 찾고, 이를 사
회제도적 맥락 안에서 풀어나가 그 경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PA의 역할과 속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체 구축
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PA가 전문간호사의 한
영역으로서의 역할과 그 속성을 밝히는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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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
험에 대한 실체적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근거이론적 방법으
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를 하다가 이직
하거나 업무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PA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12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개별심층면
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하
였고 이를 필사한 후 분석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근거이론 분석
절차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의 핵심범주는 ‘또 다른 간호사
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로 나타났다. ‘또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
아가기’란 낯선 PA의 역할에 직면하여, 도전과 갈등의 시련을 거쳐
확립된 PA의 정체성은 결국 간호사의 정체성인 것을 의미한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삼교대 업무의 고단함’, ‘상급자의 독려’, ‘새로
운 간호 영역에 대한 기대’가 관련되었다. ‘또다른 간호사의 이름으
로 살아가기’ 과정은 ‘낯선 역할에 대한 직면기’, ‘고군분투의 도전
기’, ‘대인관계의 갈등 조정기’,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 의 4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교육과정의 부재’, ‘공식적인 자격/소속/
채용 경로의 부재’, ‘불확실한 업무의 범위’의 3가지 범주가 중재적
조건이 되어 영향을 미쳤다.
‘낯선 역할에 대한 직면기’ 단계는 참여자들이 PA라는 생소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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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음으로 만나 이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PA의 업무
란 의사/간호사사이의 호환 업무라고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려 한다.
그러나 이 호환 업무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중, 의사가 기피
하는 업무들을 PA들이 떠맡게 되어 갈등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
은 삼교대와는 다른 형태의 상근직 업무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어
실망한다.
‘고군분투의 도전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PA의 업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간호사의 시각에서 의사들
의 시각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또한 의학 및 실무 지식의 부족을 절
실히 느꼈지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걸 해결해야하는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불법적인 의
료행위 강요에도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대인관계의 갈등기’에서 참여자들은 의사와 간호사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의사의 무례한 행
동과 말에 상처를 받았으며, 또한 간호사와 다른 집단으로 취급되어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아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은 참여자들의 모습에 환자는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참여
자들을 이 혼란을 환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적절히 이용하
고 있었다.
앞의 3단계를 거쳐 ‘확대된 역할의 정립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간호 지식체 위에 의학적 실무 지식과 관점을 쌓아올려 더 확대된
시각으로 전문적 환자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환자들
에게 간호를 포함한 교육/상담, 행정적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만능해결사로서,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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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인 ‘또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의 결과는 PA
실무의 이중성 혹은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간호사의 확대된
영역으로서 PA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여전히 법적, 제
도적 해결이 필요한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PA의 실무 경험을 사회심리적 맥
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기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의 PA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점이다. 서울과 비교하여 전공의 수급이 훨씬 열악한 타
지역의 병원에서 PA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포함시켰다면 더
욱 분석의 수준이 깊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 아쉬운 점이다.
이상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과 타지역의 병원 근무 환경이 다양하므로, 타지역 병
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PA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최근 남자간호사가 PA로 더욱 많이 활동하고 있는 추세이
므로, 남자 PA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PA들의 전문성과 직무 성과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PA를 전문간호사 제도 내에서 확립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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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거나 구체
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21-25세

□ 26-30세

□ 41-45세
2.

□ 31-35세

□ 36-40세

□ 46-50세

귀하는 기혼이십니까? 미혼이십니까?
□ 기혼

3.

□ 미혼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3년제 대학졸

□ 4년제 대학졸

□ 대학원 석사 재학중

□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4.

귀하의 간호사 총 임상 경력을 기록해 주십시오.
(

5.

)년 (

귀하의 간호사 재직 중 근무하셨던 과를 말씀해주십시오.
(

6.

귀하의
(

7.

)개월

)
총 PA(physician assisant) 임상 경력을 기록해주십시오.
)년

(

)개월

귀하의 현재 근무하시는 과를 말씀해주십시오
(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86 -

<부록 2>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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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설명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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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

- 92 -

Abstract

Experience of Practice among Physician
Assistants with Nurse License in Korea
Lee, Kyoung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ian assistant (PA) program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in 2000s without formal establishments of legal and
educational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PA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n due to the great needs of support for
physicians. Currently, most of PAs consist of nurses who hold
the nurse license, thus, more confusion arises in the role and
identity of PA. In addition, it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loss of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nursing profession
needs to understand the practice of PAs in order to establish
better

system

to

utilize

precious

resources

of

nursing

workforce and to integrate this workforce into the advanced
practice nursing system. But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paid to P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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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PAs with a nurse license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experience
of practice among PAs who hold a nurse license?"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2 PAs who have worked for at least six months as a
PA.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with consen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y were transcribed verbatim for
later analysis. The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called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5.5 years, and
the average PA work experience was four years and two
months
2. As a result of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the core
category was emerged as ‘living under another nurse’s
name.‘ It indicates that the identity of PA is ultimately the
same as an expanded nurse's role and identity. In this
process,

four

phases

were

identified:

‘facing

a

strange role’; ‘struggling to challenge alone’; ‘adjusting to
interpersonal conflict’; and ‘establishing an expanded role’.
The causal conditions were

identified as 'the toughness

of 3-shift work'; 'encouragement of seniors'; and 'expecting
for new ground in nursing.'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identified as ‘no legal and educational syste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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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lack of consistent recruitment’, and ‘uncertainty
of the scope and depth of practice.’ The outcome was
emerged

as

‘satisfaction

of

expanded

role’

and

‘still

uncertain future,’ indicating contradiction between internal
satisfaction and external unsatisfa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As who hold a nurse license still
consider themselves as a nurse, whose work has expanded
much further. It suggests that current PA program needs to
be integrated into the advanced practice nursing system.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es and discussions to establish appropriate system
for utilizing professional nursing workforce. Ultimately, the
results will help develop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health care system in Korea.

Key word : physician assistant, practical experience, advanced
practice nurse,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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