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우    정    희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지도  김   인   숙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우    정    희



우정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12월    일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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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우리나라 공군의 의료환경과 간호 전문직에 대한 기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간

호장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역할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간호장교에 대한 역할기대를 조사하여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간호장교,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서비스대상자 세 그룹이며, 자료수

집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 고 연구도구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간호장교 28명(16.6%),  의료전문요원 32명(18.9%), 간호서비스 대

상자 109명(64.9%) 총 169명이었다.

   2)  비행단 간호장교는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

정 및 변화촉진자, 군간부 역할 모두를 수행하고 있었다. 

3) 대상자별 간호장교역할에 대한 기대정도는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군간부 역할 모두에서 간호장교 그룹, 의

료전문요원 그룹,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간호

장교 군에서는 직접간호제공자 역할(3.68±.21), 연구자 역할(3.62±.35), 교육자 역

할(3.59±.27),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42±.43), 행정 또는 변화촉진자 역할(3.42

±.39), 군간부 역할 (3.30±.34) 순이며, 의료전문요원 군에서는 연구자 역할(3.49

±.41), 교육자 역할(3.48±.49), 직접간호제공자 역할(3.38±.37), 행정 및 변화촉진

자 역할(3.34±.47), 군간부 역할(3.23±.45),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17±.56)순이

고, 간호서비스대상자 군은 연구자 역할(3.18±.48), 직접간호제공자 역할(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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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12±.53), 군간부 역할(3.10±.48), 교육자 역할(3.09

±.49)과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2.93±.44)순으로 간호서비스대상자 군은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장교 그룹간의 전체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 -2.46, p=.017), 구체적으로는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3.79, p=.000)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비행단 간호장교역할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군

간부 역할들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필요한 역할이 정립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편성, 제도, 규정 등과 제외된 역할들에 대한 대책 등이 함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련 분야들간 협력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공군 간호장교, 간호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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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구조의 변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강사업 종

사자나 전문직에 대한 기대가 변화되고 있으며, 건강요구 또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세부적으로는 간호의 역할변화가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본다. 

역할은 집단이나 사회구조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체제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주고받는 위치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규정되

는 여러 역할은 조직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역할 담당자에 대한 역할기대가 명백하고 상충되는 요

소를 내포하지 않을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의 역할관계와 상호작용은 원활해진다(오

석홍, 1996; 이명하, 1997).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직(전산

초 등, 1986)이며, 병원 전체 인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박진 , 1982) 

유능한 기술인, 건강팀의 지도자, 환자 간호활동의 조정자로서 보다 확대된 역할

에 부합되도록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할 기대는 행위정의에 지대한 향

을 미친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환자간호에 대한 가치를 배

우게 되며 윤리강령이나 실무표준화와 같은 지침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Kramer, 1970) 왔기 때문에 간호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간호사에 대한 명백한 역할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

며 간호사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성희, 

1988).

간호역할은 어떤 다른 사회적 역할보다도 많은 역할 기대자들과 서로 교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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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배경과 자신의 고유의 역할범위를 가진 기대자들은 

간호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한 역할상과 역할이상을 가지는데, 안정기에는 이들

간 차이가 없지만 과도기에는 불일치와 모순이 발견될 수 있다(오가실, 1986).

이는 바람직한 간호의 역할정립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

서는 시행착오의 시기를 거쳐 정련화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비롯해 많은 간호역할정립

을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대부분 민간병원 대상이며, 군관련 간호장교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이재순, 1990; 최숙희, 1995) 또한 육군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므로 조직의 구조나 환경이 크게 다른 공군 비행단의 의무부대에서 간호장교들

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군에서의 간호장교는 1980년대부터 운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지침에 의거 

검토되어 왔으며 항공의무후송, 항공간호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

침을 세우고 1993년 2월 22일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간호장교단의 임무

는 기본적인 항공간호장교로서의 간호임무와 공중근무자들의 건강관리 및 항공 

의무후송업무 등의 항공간호업무(공군항공의료원 50년사, 2000)이고, 이후 공군 비

행단의 간호업무를 명시하는 규정이 1994년 제정되고 1996년 항공간호지침서가 

발간되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까닭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현재도 여전히 

이들의 역할과 임무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행단 간호장교들의 구체적인 역

할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매우 필요하다.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는 무엇보다 간호장교의 판단과 인식이 

제일 중요하지만 역할이란 조직 내에서는 팀원간 조화를 이루고 서비스대상자들

의 요구에 부합될 때 이상적인 역할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필요한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비행단 간호장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비행단 간호

장교에 대한 역할 기대를 비교해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비행단 간호장교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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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 비교하여 공군 비

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첫째, 비행단 간호장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장교, 의료전문요원(군의장교, 의정장교), 비행단의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이 기대하는 간호장교의 역할을 비교한다.

셋째,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3. 용어정의

1)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

본 연구에서는 공군간호장교로 임명되어 항공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비행단

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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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공군 간호장교의 배경 및 현황 

군 간호장교단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육군에서 먼저 창설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국군장병의 건강관리와 간호업무 제공, 제반 국난에서 국가의 재산과 인명 

피해 손실의 보호 구출, 교육훈련과 전반적인 간호업무의 습득으로 임전태세의 완

비, 자유 우방국과의 우호적인 유대강화, 과학화된 간호업무의 추진 등 전문성을 

개발 육성하여 군사특기별 지식습득과 업무처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최숙

희, 1995).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로 구성된 공군간호장교들의 교육적 배

경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장교로서의 자질과 전문

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군진간호 13학점을 포함한 군사학 32학점으

로 이중 항공간호 1학점이 포함된다. 전공 91-96학점과 교직과목 14학점이 포함된 

일반학은 143-148학점을 이수하게 된다(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교육과정 `99-`02, 

1999).

또한 항공의무후송을 포함한 항공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 

공군소위로 임관하는 간호장교는 항공의료원에서 4주간의 항공간호초급과정을 이

수하여야 하며 이 과정은 공군작전운용 - 28시간, 항공생리 - 27시간, 항공의학 - 

21시간, 항공간호학 - 30시간과 임무관련 견학 - 24시간, 기타 - 42시간 등으로 구

성된다. 미 공군의 경우는 Aerospace Nursing School에서 실시하는 Flight 

Nursing Course가 총 5 1/2주이며 세부적으로는 전시작전운용 - 56시간, 항공생

리 - 18시간, 항공간호학 - 99시간, 기타 - 38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의 경우를 

이와 비교하여 보면 항공간호학이 부족한 편이다. 과정 수료 후 비행단에서 3개월

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비행간호장교로 임명됨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진다(공군본

부, 2002). 

하지만 현재 공군 간호는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 어려운 조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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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속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변화를 거듭하여 간호장교역할이 공군규정에 독

립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역할을 정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2002년 

편제조정에 따라 비행단 간호실이 폐지되고 현재 간호장교는 진료실 또는 예방의

무실 소속이 되어 독자적인 활동에 있어 제한이 예상된다. 

현재 진료실 간호장교의 역할로는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직접간호, 급식과 

병실환경 및 위생관리, 의무기구류 관리, 재활간호, 입 . 퇴원환자 교육, 보건교육

과 대상자관리가 주를 이루는 건강증진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무실 간호장

교는 예방의무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각종 예방교육 시행, 정기 수질검사 및 각

종 신체검사, 대민진료 계획 및 시행, 공혈자 명단 확보 및 헌혈사업 보조, 군용동

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 보건증 발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공군본부, 2000).

2. 간호역할

초기 간호역할 연구(Corwin, 1961; Corwin & Taves, 1962; Kramer, 1968, 

1969)들은 Corwin(1961)이 개발한 간호개념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의 역할을 관료

적 측면, 전문성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주로 보았다. 관료적 측면은 관리에 중점

을 두고 조직 내에서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고, 전문성 측면은 전문성에 중점을 두

고 전문직의 표준화와 원칙과 연관되어지는 것이며 서비스 측면은 환자에 중점을 

두고 인간적이고, 동정적이며 헌신적인 것과 같은 가치와 관련되는 역할이다

(Kinney, 1985).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의 간호역할 관련 연구 97편을 분석한  Chaska(1992)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역할개념 설명, 1976년까지는 간호역할 개념과 더불어 가치

와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1960년과 1970년대의 주요 변수는 학문적 성취, 간호사

의 인구학적 특성, 고용특성, 간호학교의 특성, 간호사 직업적 행동 등이며, 1980

년대와 1990년대에는 가) 간호사가 할 일과 관련된 질, 행동, 기능, 나)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다) 일반간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이며,  첫 

번째 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역할 오리엔테이션, 역할답습, 일반간호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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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구성요소, 일반간호사의 행동과 질,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차이, 협력적인 역할

모델, 역할사회화와 역할모델링 등이며 세 번째 역에서는 역할수행, 의사 간호

사간 상호작용, 역할호환, 역할긴장, 실무문제 시사와 직무만족에 관한 것들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경향은 전문간호사 역할에 관한 것이며 미국이 우리보다 앞

서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며 연구도 함께 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전문간호사에 관한 

연구들(김소선, 1996; 김조자, 1996; 김혜숙, 1994; 변 순 등, 1995; 이선옥, 1999; 

이소연, 1995)이 1990년대 이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적용하는 역할

의 역은 ANA(1986)가 제시한 임상전문가(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가, 행정 또는 변화촉진자의 5가지 역할이 대부분이다. 이는 일반간호사의 간호제

공자, 상담자, 관리자, 교육자 및 자문가 역할(하 수, 2001)과 유사하여 전문간호

사들만 가지는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

할은 역의 차이라기보다는 간호중재 수준의 질적 차이(유일 , 1996)이므로 간호

역할 역은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조직 내에서 임상이라는 부분의 역할 수행은 환자를 간호한다는 점에

서 민간 의료시설과 유사하므로(Carl J. C. & Frannie M. R., 1991)  본 연구에서

는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등 5

개의 간호사 역할과 군의 특성을 나타내는 군간부 역할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

하 다.  

   

1)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직접간호는 Corwin(1961)이 제시한 서비스-전통적 가치처럼 환자가 중심이 되

는 관계로 침상 옆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간호의 역할은 간호사, 환자, 환자가족과 보건요원간의 접한 관계

를 갖는 곳에서 수행되는 안위, 양공급, 지지적 활동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하며 

이는 건강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반면, 현대에는 유능한 

기술인(skillful technician), 건강팀의 지도자, 환자 간호활동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A. M. Leonard, 1978)과 같이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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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일반 간호사의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을 옹호자, 촉진자, 조정자, 변화발동자(J. 

P. Riehl, 1974; 유은광 등, 1983; 김현미 등, 1992)로 세분화하거나  신체적 안위간

호 역,  관찰 및 조절 역, 사회심리 간호 역, 치료 역(이재순, 1990; 한윤복 

등, 1974)으로 나누고 또는 환자사정, 의학적 기술적 업무, 간호판단, 의사소통, 연

락활동(Buckenham, 1988; Chaska, 1992; 국방간호업무지침, 1999)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2년제, 3년제 그리고 학사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개발한 Forsey 등(1993)

의 연구에서는 이상의 역할이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의 역할이 나타나 있다. 

Hackbarth와 Haas(1995)가 제시한 일반 간호사의 임상실무 역은 단순운용

(Enabling operations - unskilled activities), 기술적 절차(Technical procedures), 

간호과정, 전화로 이루어지는 환자분류, 검사결과통보와 같은 업무, 옹호와 환자교

육, 간호조정자, 상급간호를 제공하고 프리셉터 역할도 임상실무 역에 포함하

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일반간호사 역으로 위에서 제시된 하부 역들을 부분적

으로 다시 분류한 것 이외에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역(High-Tech 

Procedures)을 추가로 구성하여 임상실무의 범주가 크게 9개이며 세팅 내에서 상

급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부분이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고, 전문간호사의 역할에서 

주로 나타나는 일차간호(Primary Care)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직접간호부분

에서 두드러진 차이로 보여진다.  

임상전문간호사에 있어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

며 이는 일반간호사에 비하여 직접 또는 일반 간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질 좋고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ANA, 1986; Hamric & Spross, 1989).

이상을 통하여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은 다양하게 명명되고 세분화되지만 하위 

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의 건강이나 간호문제를 간호과정 적용을 통하여 

또는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라 기술적 처치를 수행하는 임상간

호 역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인격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옹호 역으로 분

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의 역할연구들에서 비행간호 역은 제시된 바 없었지만, 비행간호는 환자

나 간호대상자를 고공이라는 환경 속에서 직접간호를 수행하게되는 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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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 간호분야에서 

비행간호는 수송기나 헬기를 이용한 환자 후송에 따른 간호를 제공하는 항공의무

후송과 조종사를 포함한 공중근무자의 건강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비행간호란 항

공의무후송 및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로 비행간호 임무를 수

행할 때, 간호장교는 항공의무후송체계에서 상급의료요원으로 항공기내에서 비행 

중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항공의무사를 감독, 지도하며 항공의무후송을 계획, 준비

하고 비행 중 환자간호 및 비상사태 시 응급간호를 제공한다(우정희, 1998). 

미 공군의 Flight nurse의 역할 또한 위와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출발지 병원에

서 환자를 방문하여 병동간호장교로부터 환자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후송환자에

게 특별히 필요한 투약, 치료장비, 특별 식이 등에 대해 병동간호장교와 협조한다. 

임무 전에는 비행대대 브리핑에 참석하여 임무사항 파악 및 협의를 하고 환자간

호를 위해 항공의무후송 전에 환자배치원칙에 의거하여 환자배치계획을 세운 후 

환자후송에 필요한 사항 및 기록표를 점검하고 처치 및 투약에 대한 후송표를 검

토한다. 탑승계획에 의해 환자를 탑승시키고, 비행 전 환자에게 브리핑하고, 비행

중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간호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제한 사항을 조

종사와 협의하며, 비행 중 발생한 환자문제와 수행한 간호업무를 병상일지에 기록

한다. 또한 비행간호장교는 승무원의 건강관리도 수행하며, 비상사태시 조종사 및 

승무원과 협조하여 환자탈출을 유도하고 병상일지, 비행 중 발생한 문제, 의무장

비, 수하물 등을 도착지에 인계(www. sambrooks.af.mil)하여야 한다. 

일반 간호사에게 있어 직접간호제공자의 역할은 임상간호와 옹호 역이 중심

이 되고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는 일반간호사의 역에 더하여 비행간호 역이 

함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단 간호장교의 직접

간호제공자 역할의 하위 역으로 임상간호, 옹호, 비행간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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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자 역할 

간호사의 역할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역은 어머니와 같은 요소와 더불어 환

자나 가족들에게 교사 또는 건강지도자로 보여진 교육자 역할일 것이다. 간호가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치유만을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서의 교육자 역할은 필수

불가결한 역으로 보여진다. 교육자 역할의 대상은 무엇보다 환자, 간호요원, 기

타 예방적 차원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교육은 주로 환자의 질병과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교육

하게 되며 일반간호사의 역할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Buckenham, 1988; Forsey et al, 1993; Hackbarth & Haas, 1995; 김현미 등 

1992; 연세의료원 간호부, 1999).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필요시 상태에 따른 간호

교육, 환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돕고, 이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평가

하여 수정하며 환자 식이요법, 투약교육, 자가간호교육 등이 있다. 

간호요원 교육도 환자교육만큼 간호사의 역할로 많이 연구되는 것으로 임상간

호수행절차의 역할모델, 간호요원 부서 방침 교육 및 각종 교육결과 평가

(Buckenham, 1988), 간호학생이나 신임간호요원에 대한 임상지도교수 역할(Forsey 

et al, 1993; Hackbarth & Haas, 1995)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일반간호사에 있어 지역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자 역할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나(Hackbarth & Haas, 1995) 전문간호사나 군 간호부서에서는 비교적 강조되

는 역할 중 하나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의 교육자 역할에 있어 일반간호

사와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의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된다

는 것이다. 물론 임상전문간호사도 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

는데, 이는 근무부서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건강문제해결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때, 간호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 간호교육 과정의 설

계와 개발에 대한 비평을 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고 계속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지식을 향상시킨다. 임상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역할

모델과 임상지도자로 기능하며 타 전문의료팀을 교육할 수 있다(AN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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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간호업무지침(1999)에 나타난 간호장교의 교육자 역할은 입원환자 보

건교육, 환자들이 속한 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의무활동 또는 건강증진

활동, 간호요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실무교육, 학술 집담회, 보수교육, 전문화

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군간호의 교육 역의 특징은 입원환

자에 대한 보건교육 뿐 아니라 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예

방의무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일 것이다.

간호사에 있어 일반적인 교육자 역할은 환자나 지역사회를 포함한 비 의료인

들에게 건강교육을 제공하거나 간호보조요원 또는 간호학생과 같은 초보적인 간

호요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자 역할

일반간호사에 있어 연구자 역할은 환자간호에 적절한 연구를 적용하는 것

(Buckenham, 1988)과 같이 단순한 역할에서부터 연구과정과 자료수집에 참여, 컨

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임상지식과 기술 유지, 전문단체에 참여, 새로

운 연구결과물을 찾아 실무지침이나 프로토콜을 보완하고, 연구문제를 규명하는데 

보조하며,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보고된 지식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전달

하는 기전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Forsey et al, 1993)에 이르기까지 깊이가 매우 

다양하다. 아직 일반간호사에게 있어 연구자 역할은 개발의 여지가 많은 역이 

지만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간호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간호사에게도 매우 강조(Hackbarth & Haas, 

1995)되는 등 현재의 전문간호사와 비교하여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은 역할 기대로 

보아 미래의 일반간호사들에게 연구자 역할은 보다 관심을 가지고 확대 개발해 

나가야 할 역이라 생각된다. 

전문간호사에 있어서도 연구자 역할은 가장 개발이 늦은 역으로(김소선, 

1996) 간호문제의 해결에 연구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분야의 간호사들도 

환자간호와 관련된 그들의 생각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헌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실무적용의 차원에서 사전 연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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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대해 창조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자극하여야 하며 자신이 주축

이 된 연구결과의 보급과 타 연구결과의 해석 및 보급, 간호 감사도구를 적용하여 

간호의 질을 평가하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고 평가하며 학제간 연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Hamric & Spross, 1989; 김소선, 1996). 

 국방간호업무지침(1999)에 나타난 간호장교의 연구자 역할은 민간 간호전문단

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전문직 발전을 도모하며 과학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간호사의 연구자 역할은 현재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으나 간호가 전문직으로써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간호사 자

신이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기

대된다.

4)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자문이란 건강관리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는 상호적, 교육적 과정(Blake, 1977)이며 체계적으로 교육, 적

용,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과정(Caplan, 1970)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간호사에 있어서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 파악,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하기 위한 환자 분류, 정보제공자 역할, 장기적, 지지적 관계형성 

(Hackbarth & Haas, 1995) 등이 있으나 일반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자문가 역할

을 기대하고 제시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산업간호사에 있어서도 자문 또는 상담

자 역할이 주요 기능으로 제시되고(ABOHN, 1983; Burgel et al, 1997)는 있지만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전문간호사에 있어서는 자문가 역할은 다른 의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상전문간호사의 자문가 역할은 

책임감이나 성과의 측정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을 말한다(Hamric & Spross, 1989). 또한 ANA(1986)에서도 간호사의 자문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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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는 등 전문간호사 역할관련 연구들에서 자문가 역할은 반드시 포함되고 있

어  자문가 역할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보다 전문성이 

수반되는 역할로 이해된다.

일반간호사에 있어 자문가 역할은 전문간호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비용

효과를 고려한 의료환경과 산업화 사회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가 병원 입원환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미래에는 일반간호사에게도 전문간호사

에게 연계되어 질 수 있는 수준의 자문가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5)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오리엔테이션은 근무와 조직적 변수에 연관이 있으

므로(Ketefian, 1985) 간호에 있어 행정자 또는 관리자 역할은 간호가 병원이라는 

조직에 속하여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더욱 강조되는 역할일 것이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은 비용 효과적인 장비 및 인력 관리, 간호전략과 자원의 고려, 

보급품 적정관리, 하급간호요원 지도, 평가,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를 위한 의료

팀 또는 부서간 협력, 간호요원 능력향상격려, 간호요원 업무할당, 간호요원 상담, 

일반적인 환자후송 지시 등이 기본이며(Buckenham, 1988; Hackbarth & Haas, 

1995; 국방간호업무지침, 1999) 이와 더불어 간호사 자신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실

무교육 계획과 참석, 보수교육 참여와 같은 역이 포함되기도(Hackbarth & 

Haas, 1995) 하며 제반규정과 내규의 개정 및 시행관리, 급여, 수당 및 예산업무에 

협조, 간호요원의 피복관리 및 보급업무 협조, 간호관련 각종 행사 주관(국방간호

업무지침, 1999)처럼 조직이 크기나 조직화에 따라 깊이나 역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할로 보인다.

임상전문간호사에 있어서 행정 및 변화촉진자역할은 간호표준화를 개발, 환자

교육 및 프로토콜, 정책 개발, 예산수립 참여, 수간호사를 도와 간호실무 변화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일반간호사의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등(Hamric & 

Spross, 1989)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며 특히 일반간호사들을 지

도하는 역할이 포함되는 점이 일반간호사와 매우 다른 점일 것이다.

이상에서 간호사의 행정 및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기록보관, 보급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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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병동관리, 위원회 및 회의 참석 등이 기본으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역이 조금씩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군 비행단 의무부대의 규모나 

인력은 기본적인 행정 및 변화촉진자의 역할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되며 하위 

역으로 병동관리, 위원회 참여, 보고서 작성관리, 팀웤촉진 등을 가지며 이를 중심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6) 군간부 역할

군 조직은 계급과 권위를 바탕으로 한 위계적 집단으로 일반사회와는 달리 규

율 엄수가 중요시되는 조직이므로 간호장교는 간호전문인력으로서 그 임무와 기

능이 민간 간호조직과 유사하지만, 군 특수성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명령계

통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 간호조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군인과 간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간호장교의 스

트레스나 직업만족을 반 한 연구(류후자, 1994; 오정이, 1992; 양승숙, 1988; 정옥

주, 1996; 한승은, 1996; 이명숙, 1997)들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장교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고 

일반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므로 간호장교들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나정순, 2001).  

최숙희(1995)는 간호장교의 역할인식과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각종 검열 및 행

사, 비상 훈련, 상하의 수직관계, 전후방 근무지역 이동, 진급 등은 간호장교에게 

갈등을 주는 군장교 역할로 보았다.

미 육군의 간호장교단은 간호장교의 역할 중 하나로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

에 대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간호를 요구하고 있고(Mary E. V. et al, 1985), 부

하 간호요원들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과 임상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Carl J. C. et 

al, 1991).

우리나라 국방간호업무지침(1999)에 나타난 군 조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요구되는 간호장교의 역할은 전시 간호부 조직 및 간호업무에 대한 계획,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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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한다, 동원예비군 훈련, 교육측정훈련과 지휘소훈련 등에 참가한다와 

같이 전시대비의 각종 훈련 참여와 행정 및 관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군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제시된 공군 비행단 의무부대 간호장교의 군간부 

역할은 전. 평시 항공후송 및 대량환자 구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항공간호지

침서, 1996)는 정도이다. 간호장교는 전시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 민간 간호사

와 크게 다르므로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이 기대되는 군간부 역할을 

간호장교역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다양한 수준의 간호사와 간호환경에서의 간호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은 직접간호제공

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군간부 역할이 포함되면 총제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다른 

환경과 유사한 간호역할과 함께 공군 비행단이라는 특수한 조직문화와 의무부대 

환경으로 인해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역할들은 깊이와 넓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역할을 정

립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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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장교,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서비스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72명이다. 간호장교는 현재 공군의무부대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전수 30명, 의

료전문요원은 전 의무부대 군의장교와 의정장교 중 32명과 공군장교들을 근접모

집단으로 하는 간호서비스대상자는 공군대학 교육중인 장교 110명을 각각 편의추

출하 다.

3. 연구도구

1) 역할기대측정도구

연구자가 개발한 비행단 간호장교역할기대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역할 기대정도 측정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4점부터 전혀 필요없다 1점까지로 구

성한 4점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접간호제공자 

28문항, 교육자 10문항, 연구자 6문항, 자문 및 상담자 5문항, 행정 및 변화촉진자 

11문항, 군간부 역할 10문항 등의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행단 간호장교가 

현재 수행하는 역할은 위와 동일한 도구에 수행 여부를 기록하도록 구성하 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 역별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928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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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 .8069, 연구자 역할 .8651,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8505, 행정 또는 변화

촉진자 역할 .8958, 군간부 역할 .8260로 분석되었다.

2) 연구도구개발 절차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공군간호장교 역할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개

발하고자 하 다.

1단계 : 일반병원 간호사들의 역할을 다양하게  문헌고찰을 하 다.

2단계 :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특수한 역할과 군간부의 역할은 관련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델파이 기법을 응용하 다. 

 - 1차 : 현재 근무 중인 공군 경력 간호장교 5명에게 수행중인 업무내용을 개  

           방형 질문지에 기술하도록 하 다.

 - 2, 3차 : 1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중복적인 내용을 제외하여  

            정리한 후 1차와 동일한 간호장교에게 배부하여 수정하 다.

3단계 : 간호대학 교수 3명과 공군 간호장교로써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되     

           고 비행단근무 경험이 있는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보았다.

4단계 : 도구에 대한 간호서비스 대상자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     

           군대학 교수요원 2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해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완하여 수정한 내용을 최종도구로 확정하 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15일간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수집하 다.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내용의 보안성검토를 위해 해당 부서의 승

인절차를 거치고 간호장교와 의료전문요원들의 설문은 부대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간호서비스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과 후에 완성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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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회수하 다. 회수율은 98.3%로 매우 높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1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 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현재 비행단 간호장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 다.     

 3) 대상자별 간호역할의 기대정도는 문항별 평균을 산출하 다.

 4) 간호장교와 의료전문요원 그룹간 차이검정은 t-test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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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장교,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서비스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72명이다. 간호장교는 현재 공군의무부대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전수 30명, 의

료전문요원은 전 의무부대 군의장교와 의정장교 중 32명, 간호서비스대상자는 공

군대학 교육장교 110명이었으며 최종 설문회수는 간호서비스 대상자 109명

(64.9%), 의료전문요원 32명(18.9%), 간호장교 28명(16.6%)으로 총 169명이었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간호장교는 비행단 소속 75.0%, 비 비행단 10.7%, 기타 14.3%로 기타는 현재 

의무부대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계급은 중. 소위 35.7%, 

대위 53.6%, 소령 10.7%이며, 이중 단기복무자가 53.6%, 복무연장 17.9%, 장기복무

자가 28.6%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32명의 일반적 특성은 5년 이내 비행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7.5%, 비행단 근무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2.5%이며, 현재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81.3%, 비행단 소속이 아닌 대상자가 18.8%이었다. 계급은 중.소위 

34.4%, 대위 50.0%, 소령 6.3%와 중령 이상이 9.4%이며, 경력은 단기 복무 71.9%, 

복무연장 3.1%, 장기 복무자가 25.0%이었다.

간호서비스대상자 109명 중 교육 입과 전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67.9%, 

비행단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32.1%, 86.2%가 5년 이내 비행단 경험이 있었고 

13.8%는 5년 이내 비행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은 대위가 35.8%, 소

령이 63.3%, 중령 0.9%이며 소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8.2%가 장기복무

이며 1.8%만 복무연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2.1%가 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67.0%는 군 병원 입원경험이 없었다. 1년 이내 외래를 이용한 사람이 67.0%, 그렇

지 않은 사람은 3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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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별 일반적 특성              

특성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계급

중소위

대위

소령

중령이상

10

15

 3

35.7

53.6

10.7

11

16

 2

 3

34.4

50.0

 6.3

 9.4

39

69

 1

35.8

63.3

 0.9

경력

단기

복무연장

장기

15

 5

 8

53.6

17.9

28.6

23

 1

 8

71.9

 3.1

25.0

  2

107

 1.8

98.2

소속

비행단

비비행단

기타

21

 3

 4

75.0

10.7

14.3

26

 6

81.3

18.8

 74

 35

67.9

32.1

5년이내

비행단

근무경험

유

무

21

 7

75.0

25.0

28

 4

87.5

12.5

 94

 15

86.2

13.8

군병원

입원경험

유

무

 35

 73

32.1

67.0

1년이내

외래경험

유

무

 73

 36

67.0

33.0

간호

주특기

교육경험

유

무

11

17

39.3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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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단 간호장교의 현재 역할 

비행단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28문항, 교육자 역할 10문

항, 연구자 역할 6문항,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5문항,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11문항, 군간부 역할 10문항 총 70문항에 대하여 수행 유. 무를 조사하여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역할을 파악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서 비행

단 간호장교 전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를 포함한 7문

항, 90%이상 수행하는 역할은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를 포함한 8문항, 수행 정도가 50%이하인 역할은 “조종사, 정비사의 건강요구(상

태) 파악을 위한 부서 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 등의 7문항으로 나타났다.

교육자 역할에서 비행단 간호장교 전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수술, 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와 “여 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을 계획, 수행, 평가한다” 2문항이

었다. 간호장교 90%이상이 수행하는 역할은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를 포함하여 4문항, 50%이하인 역할은 없었다.

연구자 역할과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에서 90%이상의 간호장교가 수행하는 역

할은 없었으며 50%이하의 수행을 보이는 역할은 각각 2문항과 3문항으로 나타났

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에서 비행단 간호장교 전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각종 

간호업무관련 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1문항, 90%이상 수행하는 역할

은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1문항, 50%이하인 역할은 “다학제간 팀을 구

성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1문항으로 나타났다.

군간부 역할에서 비행단 간호장교 전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없었고 90%이상이 

수행하는 역할은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를 포함하여 4문항, 50%이하

인 역할은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를 포함한 3문

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단 소속의 간호장교들의 역할 수행비율이 50% 이하인 문항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비교해보면,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의 비행간호 역에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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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 수행과 기대                        n=21

      문        항 수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임상간호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21 100.0 3.86 ±.36

2.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21 100.0 3.91 ±.30

3.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20  95.2 3.81 ±.40

4. 투약수행 및 관찰한다. 20  95.2 3.91 ±.30

5. 열, 냉 요법을 적용한다. 20  95.2 3.52 ±.81

6. 드레싱을 수행한다. 20  95.2 3.33 ±.73

7. 여군의 심전도를 시행한다. 20  95.2 3.81 ±.40

8. 외래환자진료에 협조한다. 18  85.7 3.33 ±.48

9.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19  90.5 4.00 ±.00

10. 물리치료(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한다. 15  71.4 3.57 ±.51

11. 수술간호 및 수술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17  81.0 3.62 ±.67

12.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한다. 20  95.2 3.19 ±.51

13.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20  95.2 3.52 ±.60

14. 간호관련 기록을  작성한다. 21 100.0 3.86 ±.36

옹호

1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21 100.0 3.57 ±.51

1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21 100.0 3.52 ±.51

17.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21 100.0 3.6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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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수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18. 정기적으로 병실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담한다. 18  85.7 3.67 ±.58

19. 여군진료 또는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 21 100.0 3.81 ±.40

비행간호

20. 항공의무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위기관리능력 갖춘다. 14  66.7 3.91 ±.30

21. 조종사 등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해 순회 및 상담한다.  8  38.1 2.96 ±.67

22. 비행간호세트 점검 및  관리한다.  8  38.1 3.57 ±.51

23.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16  76.2 3.71 ±.46

24. 탑승환자 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8  38.1 3.91 ±.30

25. 항공의무후송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  4  19.0 3.71 ±.46

26.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7  33.3 3.76 ±.43

27. 비행 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을 진다.  9  42.9 3.86 ±.36

28. 환자상태에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협조를 요청한다.  6  28.6 3.48 ±.60

교육자

29.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20  95.2 3.86 ±.36

30. 수술.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21 100.0 3.71 ±.46

31. 환자 개인 및 병실위생교육을 수행한다. 20  95.2 3.67 ±.48

32. 퇴원환자 자가간호교육을 수행한다. 20  95.2 3.76 ±.44

33.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18  85.7 3.57 ±.51

34.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21 100.0 3.00 ±.78

35.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 20  95.2 3.71 ±.46

36.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상프로그램참여를 격려한다. 18  85.7 3.62 ±.50

37. 일반 장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14  66.7 3.24 ±.44

38. 일반 장병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수행한다. 11  52.4 3.2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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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수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연구자

39.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8  38.1 3.57 ± .68

40.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11  52.4 3.67 ± .48

41. 자신의 전문지식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15  71.4 3.57 ± .51

42.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18  85.7 3.71 ± .46

43.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  7  33.3 3.33 ± .48

44. 관련지식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식보급에 

    노력한다.
15  71.4 3.62 ± .50

자문 또는 상담자

45. 건강증진 중점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14  66.7 3.67 ± .48

46. 중점질환 관리대상자의 관리 및 자문을 한다. 11  52.4 3.48 ± .60

47. 부대 인트라넷을 활용한 건강증진정보를 제공한다. 10  47.6 3.43 ± .51

48.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등)을 운 한다.  8  38.1 3.29 ± .64

49.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  7  33.3 3.10 ± .63

Ⅴ. 행정 및 변화촉진자

50.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20  95.2 3.24 ±1.00

51. 각종 간호업무관련(응급실, 병실, 중앙공급실 등)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21 100.0 3.48 ± .81

52. 병동 시설 및 비품보수 등을 의뢰한다. 18  85.7 2.86 ±1.06

53.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16  76.2 3.52 ± .51

54. 전문단체(항공간호학회 등)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15  71.4 3.33 ± .48

55. 의무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11  52.4 3.33 ± .58

56.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17  81.0 3.57 ± .60

57. 팀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17  81.0 3.67 ± .48

58.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
18  85.7 3.71 ± .46

59. 학제(분야)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 13  61.9 3.33 ± .66

60.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 활동을 수행한다.  9  42.9 3.10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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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수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군간부

61.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 19  90.5 3.33 ±.67

62. 정기적인 대량환자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19  90.5 3.81 ±.40

63.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19  90.5 3.62 ±.59

64.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10  47.6 3.43 ±.60

65.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17  81.0 3.76 ±.44

66. 전시 항공의무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17  81.0 3.86 ±.36

67. 대민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19  90.5 3.52 ±.60

68.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9  42.9 2.67 ±.80

69.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8  38.1 2.29 ±.78

70.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업무에 참여한다.  8  38.1 2.52 ±.60

사, 정비사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한 부서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38.1%, 2.96

±.67)”와 군간부 역할에서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42.9%, 2.67±.80)”,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38.1%, 2.29±.78)”와 “부

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업무에 참여한다(38.1%, 2.52±.60)”의 3문항과 함께 

총 4문항은 낮은 수행비율과 함께 기대하지 않는 역할(3.00 이하)로 나타났다.

비행간호 역에서 “탑승환자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38.1%, 3.91

±.30)”를 포함해서 6문항, 연구자 역할에서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38.1%, 3.57±.68)” 등의 2문항,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 한다(38.1%, 3.29±.64)”를 포함한 2문항,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에서 “다학

제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42.9%, 3.10±.63)” 1문항 등 총 

11문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수행비율이 낮은 역할로 나타났다.

실제 비행단 간호장교 모두가 수행하는 역할은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서 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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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교육자 역할에서 1문항 정도 다.

이처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역할이지만 현재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상 간

호장교들은 역할수행에 따른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71.4%

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업무량과다가 19.0%, 관련지식부족과 주변인식부족이 각각 

1명이었다.

 간호장교들은 중복 가능한 응답을 통해 명확한 간호업무의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78.6%)과 계급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 보장(71.4%), 그 외 “실무교육기

회”(53.6%), “인사제도의 개선”(50.0%) 등을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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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별 간호 역할 기대 비교

대상자별 간호역할 기대를 비교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을 비

롯하여 군간부 역할 모두에서 대상자별 기대는 간호장교 그룹, 의료전문요원 그

룹,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별로는 간호장교 그룹이 6개의 모든 역할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으며 그중 직접간호제공자 역할(3.68±.21)을 가장 필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고 

군간부 역할(3.29±.34)은 가장 낮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그룹 

또한 6개 역할 모두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자 역할(3.49±.41)과 교육

자 역할(3.48±.49)을 많이 기대하며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17±.56)의 기대정도

가 가장 낮았다.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

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군간부 역할의 5개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그 중에서도 연구자 역할(3.18±.48)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행정 및 변

화촉진자 역할(2.93±.44)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대상자별 간호역할기대 비교 (평점 :4점) 

역  할
간호장교(n=28) 의료요원(n=32) 간호대상자(n=10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접간호제공자 3.68 ±.21 3.38 ±.37 3.14 ±.39

교육자 3.59 ±.27 3.48 ±.49 3.09 ±.49

연구자 3.62 ±.35 3.49 ±.41 3.18 ±.48

자문/상담자 3.42 ±.43 3.17 ±.56 3.12 ±.53

행정/변화촉진자 3.42 ±.39 3.34 ±.47 2.93 ±.44

군간부 3.29 ±.34 3.23 ±.45 3.10 ±.48

소계 3.50 ±.33 3.35 ±.46 3.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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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간호 제공자

직접간호제공자는 임상간호 14문항, 옹호 5문항, 비행간호 9문항의 총 28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 결과는 <표4>와 같다. 

간호장교 그룹에서는 28문항 모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4> 대상자별 직접간호 제공자 역할 기대 비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상간호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3.89 ±.31 3.66 ±.55 3.11 ±.70

2.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3.93 ±.26 3.75 ±.51 3.44 ±.67

3.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3.82 ±.39 3.81 ±.47 3.56 ±.66

4. 투약수행 및 관찰한다. 3.89 ±.32 3.72 ±.52 3.30 ±.75

5. 열, 냉 요법을 적용한다. 3.57 ±.74 3.32 ±.69 2.99 ±.69

6. 드레싱을 수행한다. 3.43 ±.74 3.22 ±.66 3.03 ±.76

7. 여군의 심전도를 시행한다. 3.82 ±.39 3.38 ±.75 3.19 ±.69

8. 외래환자진료에 협조한다. 3.18 ±.62 3.22 ±.71 3.16 ±.63

9.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3.96 ±.19 3.66 ±.55 3.45 ±.63

10. 물리치료(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

   한다.
3.57 ±.57 3.16 ±.68 3.04 ±.71

11. 수술간호 및 수술 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3.71 ±.61 3.75 ±.44 3.39 ±.65

12.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한다. 3.17 ±.61 3.13 ±.83 2.97 ±.73

13.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3.28 ±.74 3.57 ±.57 3.14 ±.75

14. 간호관련 기록을  작성한다. 3.89 ±.32 3.66 ±.60 3.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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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옹호

1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3.61 ±.50 3.25 ±.76 3.19 ±.60

1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3.57 ±.50 3.13 ±.79 3.11 ±.79

17.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3.75 ±.52 2.84 ±.77 3.17 ±.71

18. 정기적으로 병실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담

   한다.
3.68 ±.61 3.38 ±.66 3.21 ±.70

19. 여군진료 또는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 3.71 ±.53 3.53 ±.62 3.40 ±.70

비행간호

20. 항공의무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 갖춘다.
3.93 ±.26 3.84 ±.37 3.48 ±.69

21. 조종사 등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한다.
3.07 ±.72 2.72 ±.81 3.06 ±.78

22. 비행간호세트 점검 및  관리한다. 3.61 ±.50 3.44 ±.56 3.10 ±.75

23.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3.68 ±.48 2.91 ±1.03 2.37 ±.85

24. 탑승환자 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3.89 ±.31 3.50 ±.67 2.87 ±.70

25. 항공의무후송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 3.79 ±.42 3.38 ±.56 2.91 ±.69

26.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3.82 ±.39 3.25 ±.76 2.83 ±.73

27. 비행 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을 진다.
3.89 ±.31 3.47 ±.57 3.17 ±.69

28. 환자상태에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협조를 요청한다.
3.54 ±.58 3.09 ±.78 3.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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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대가 높은 역할은 “응급간호를 수행한다(3.96±.19)”이며 그 외에도 “정기

적인 환자관찰을 한다(3.93±.26)”와 “항공의무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다(3.93±.26)”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기대가 낮은 역할은 “조종

사, 정비사의 건강요구(상태)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3.07

±.72)”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그룹에서는 임상간호 역 14문항 모두와 옹호의 

4문항, 비행간호7문항으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의 총 25문항을 간호장교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대가 높은 역할은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3.81±.47)” 으며 그 외에도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3.75±.51)”와 “수술 간호 및 수술 전.후 처치를 수행한다(3.75±.44)” 등이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는 역할은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2.84±.77)” 등 3문항으로 나타났다.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임상간호 12문항, 

옹호 5문항, 비행간호 5문항 총 22문항을 간호장교의 역할로 기대하고 6문항은 간

호장교 역할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간호전

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3.56±.66)” 으며 기대하지 않는 역할은 

“열(핫백), 냉 요법을 적용한다(2.99±.69)”와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

한다(2.97±.7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간호전문지

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수술 간호 및 수

술 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여군 진료 또는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와 “항공

의무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을 갖춘다”등은 세 그룹 모두에서 간

호역할로 높은 기대를 나타났다. 

나) 교육자 역할

교육자 역할은 총 10문항이며 그중 환자교육 4문항, 간호요원 교육 4문항, 지

역사회 대상자 교육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 결과는 <표5>와 같다.  

간호장교 그룹은 10문항 모두를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가장 필요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3.86

±.36)” 으며 가장 기대하지 않는 역할은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을 

계획, 수행, 평가한다(3.07±.77)”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그룹에서는 10문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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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을 간호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

는 것은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3.75±.44)” 으며, “정기적으로 간

호요원의 직무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3.72±.46)”와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

상프로그램참여를 격려한다(3.69±.47)”는 간호장교 그룹보다 높은 기대를 보인 문

항이었고 “일반장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수행한다(2.97±.82)”는 기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에서는 10문항 중 7문항에 대하여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3.25

±.61)”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것을 비롯해 간호요원교육 역이 다른 

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보인 역할로 나타난 반면, “수술, 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2.93±.71)”를 포함한 환자교육 역에 해당하는 3문항은 기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대상자별 교육자 역할 기대 비교 (평점 : 4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9.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86 ±.36 3.53 ±.57 3.03 ±.66

30. 수술.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75 ±.44 3.25 ±.76 2.93 ±.71

31. 환자 개인 및 병실위생교육을 수행한다. 3.68 ±.48 3.47 ±.57 2.99 ±.66

32. 퇴원환자 자가간호교육을 수행한다. 3.82 ±.39 3.34 ±.75 2.90 ±.77

33.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3.61 ±.50 3.72 ±.46 3.14 ±.67

34.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3.07 ±.77 3.47 ±.84 3.18 ±.70

35.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 3.75 ±.44 3.75 ±.44 3.25 ±.61

36.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상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한다.
3.64 ±.48 3.69 ±.47 3.22 ±.64

37. 일반 장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3.32 ±.48 2.97 ±.82 3.10 ±.69

38. 일반 장병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수행한다.
3.36 ±.62 3.00 ±.67 3.1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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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 역할

연구자 역할은 총 6문항이며 비교 결과는 <표6>과 같다. 

세 그룹 모두에서 각 세부 역할 6문항 전체를 간호장교에게 필요한 역할로 기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장교 그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다(3.75±.44)”, 의료전문요원 그룹과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3.75±.44, 3.24±.61)”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그룹 모두에서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는 가장 낮은 기대를 보이는 역할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의료전문요원 그룹이 간호장교 그룹보

다 약간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대상자별 연구자 역할 기대 비교 (평점 : 4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9.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3.57 ±.63 3.41 ±.56 3.16 ±.60

40.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3.75 ±.44 3.41 ±.61 3.20 ±.64

41. 자신의 전문지식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3.64 ±.49 3.63 ±.55 3.17 ±.63

42.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3.71 ±.46 3.75 ±.44 3.24 ±.61

43.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
3.39 ±.50 3.28 ±.68 3.14 ±.65

44. 관련지식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식보급에 노력한다.
3.64 ±.49 3.50 ±.51 3.18 ±.67

 

라)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은 총 5문항이며 비교 결과는 <표7>과 같다. 간호장교 

그룹에서는 하위 역할 모두를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 고 다른 두 그룹은 4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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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서는 필요한 역할로 보나 1문항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그룹 

모두에서 “건강증진 중점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기대하지 않는 역할로 간호장교 그룹은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3.14±.65)”, 다른 두 그룹에서는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가 가장 낮은 동시에 기대하지 않는 역할로 

나타났다. 

<표7> 대상자별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기대 비교 (평점 : 4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45. 건강증진 중점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3.68 ±.48 3.34 ±.60 3.24 ±.65

46. 중점질환 관리대상자의 관리 및 자문을 한다. 3.50 ±.58 3.22 ±.71 3.15 ±.64

47. 부대 인트라넷을 활용한 건강증진정보를

   제공한다.
3.43 ±.50 3.31 ±.64 3.17 ±.69

48.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3.36 ±.62 2.88 ±.83 2.99 ±.70

49.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
3.14 ±.65 3.09 ±.82 3.07 ±.63

마)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은 총 11문항으로 병동관리 3문항, 위원회 참여에 관

한 3문항, 보고서 작성관리 1문항, 팀웤촉진에 관한 4문항이며 비교 결과는 <표8>

과 같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장교 그룹은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

공분야를 대표한다(3.68±.48)”를, 의료전문요원 그룹은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다(3.50±.57)”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10문항을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지식과 임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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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3.13±.59)”를 포함한 4문항만을 필요한 역

할로, 그 외 7문항 중 특히 병동관리 3문항 모두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병동 시설 및 비품보수 등을 의뢰한다”는 세 그룹 모두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대상자별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기대 비교 (평점 : 4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병동관리

50.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3.36 ±.91 3.25 ±.88 2.64 ±.76

51. 각종 간호업무관련(응급실, 병실 등)

   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3.61 ±.74 3.41 ±.76 2.85 ±.74

52. 병동 시설 및 비품보수 등을 의뢰한다. 2.86 ±.97 2.94 ±.95 2.63 ±.75

위원회 참여

53.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3.64 ±.49 3.50 ±.57 2.96 ±.65

54. 전문단체(항공간호학회 등)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3.39 ±.50 3.34 ±.65 3.10 ±.67

55. 의무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3.39 ±.57 3.31 ±.74 3.08 ±.56

보고서작성관리

56.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3.50 ±.64 3.44 ±.62 2.89 ±.61

팀웤촉진

57. 팀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3.64 ±.49 3.44 ±.62 3.04 ±.59

58.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
3.68 ±.48 3.47 ±.51 3.13 ±.59

59. 학제(분야)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 3.39 ±.69 3.41 ±.56 2.93 ±.60

60.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 활동을 

   수행한다.
3.14 ±.59 3.22 ±.66 2.92 ±.58



- 34 -

바) 군간부 역할 

대상자별 군간부 역할에 대한 기대는 <표9>와 같다. 간호장교 그룹과 의료전문

요원 그룹은 “전시 항공의무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3.86±.36, 3.63

±.55)”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 고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3.29±.64)”와 정기적인 대량환자 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3.28±.64)“를 가장 필요한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간호장교 그룹과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

생점검 및 지도한다“ 등 동일한 3문항에 대하여, 의료전문요원 그룹은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2.91±.73)“와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2.88±.71)“를 간호장교 역할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대식

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는 세 그룹 모두에서 기대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되는 역할이었다. 

<표9> 대상자별 군간부 역할 기대 비교 (평점 : 4점) 

문      항

간호장교 의료요원 간호대상자

 (n=28)  (n=32)   (n=10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61.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 3.29 ±.60 3.09 ±.78 3.06 ±.70

62. 정기적인 대량환자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3.71 ±.46 3.41 ±.61 3.28 ±.64

63.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3.54 ±.64 3.13 ±.75 3.16 ±.72

64.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3.50 ±.58 2.91 ±.73 3.10 ±.69

65.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3.79 ±.42 3.47 ±.67 3.29 ±.64

66. 전시 항공의무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3.86 ±.36 3.63 ±.55 3.22 ±.70

67. 대민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3.57 ±.57 3.53 ±.57 3.25 ±.70

68.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2.68 ±.82 2.88 ±.71 2.98 ±.78

69.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2.32 ±.82 3.06 ±.98 2.82 ±.91

70.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업무에 

   참여한다.
2.64 ±.68 3.22 ±.79 2.7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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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역할 모두와 대부분의 세부 문항에서 간호역할을 기대하는 정도는 간

호장교 그룹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이 의료전문요원,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 순

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과 달리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이 간호장교와 의료전문요

원 그룹보다 높은 문항은 “수술간호 및 수술 전. 후 처치를 수행한다” 1문항이었

다. 간호장교 그룹보다 낮으나 의료전문요원 그룹보다는 높은 문항은 “환자가 받

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조종사, 정비사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 등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서 2문항, 교육자역할에

서 지역사회대상자교육 역 모두에 해당하는 “일반장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한다”, “일반장병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한다” 2문항, 자문 또는 상담자 역

할에 해당하는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1문항, 군

간부 역할에서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와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등의 3문항으로 총 8

문항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그룹이 간호장교 그룹보다 높은 기대를 보인 역할은 직접간호제

공자역할에서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1문항과 교육자 역할에서 

간호요원 교육 역 4문항 중 2문항에 해당하는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

육 계획수립, 수행, 평가한다”와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을 계획, 수

행, 평가한다” 다. 또한 연구자 역할에서는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

자 노력한다”의 1문항,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에서 “병동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

다”, “학제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와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

로 활동을 수행한다” 등의 3문항과 군간부 역할에서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

처리 업무에 참여한다” 1문항 등 총 8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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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장교간 간호역할 기대 차이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의 하나는 대상자간 표본의 크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

다. 따라서 표본크기가 유사한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장교 두 그룹간의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 차이만을 보고자 하 으며 결과는 <표10>과 같다. 

의료전문요원 그룹의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의 총 평균은 3.35(±.46), 각 역

할에 대하여서는 연구자 역할(3.49±.41), 교육자 역할(3.48±.49), 직접간호제공자 

역할(3.38±37),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3.34±.47), 군간부 역할(3.23±45),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17±.57) 순이며 모든 역에서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간호장교 그룹의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의 총 평균은 3.50(±.33), 직접간호

제공자 역할(3.68±.21), 연구자 역할(3.62±.35), 교육자 역할(3.59±.27),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3.42±.43), 행정 또는 변화촉진자 역할(3.42±.39), 군간부 역할 (3.29

±.34)순이며 모두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 전체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t= -2.46, p=.017), 6개 역할 각각을 보면 직접간호제공자 역할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t= - 3.79, p=.000)를 나타냈다. 교육자(t= -.99, p=.322), 연구자(t= - 1.25, 

p=.215), 자문 또는 상담자(t= - 1.95, p=.056), 행정 및 변화촉진자(t= - .72, 

p=.476)와 군간부 역할(t= - .56, p=.57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총 28문항에서 13문항, 세부 역할

로는 임상간호 14문항 중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t= - 2.02, p=.048)“를 포함한 

4문항이 통계적으로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호는 5문항 

중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t= - 2.12, p=.039)“ 등의 

3문항, 비행간호는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t= - 3.65, p=.001)“를 비롯한 6

문항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자 역할의 10문항에서는 환자교육의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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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장교간 간호역할 기대 차이 

문     항

의료요원 간호장교

t p (n=32)  (n=28)

평

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Ⅰ.직접간호 3.38 ± .37 3.68 ±.21 -3.79 .000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3.66 ± .55 3.89 ±.31 -2.02 .048

2. 심전도를 시행(여군에 대하여)한다. 3.38 ± .75 3.82 ±.39 -2.83 .006

3.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3.66 ± .55 3.96 ±.19 -2.84 .006

4. 물리치료(재활간호-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한다.
3.16 ± .68 3.57 ±.57 -2.54 .014

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3.25 ± .76 3.61 ±.50 -2.12 .039

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3.13 ± .79 3.57 ±.50 -2.56 .013

7. 환자가 받는 검사,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2.84 ± .77 3.75 ±.52 -5.29 .000

8.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2.91 ±1.03 3.68 ±.48 -3.65 .001

9. 탑승환자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3.50 ± .67 3.89 ±.31 -2.83 .006

10.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3.38 ± .56 3.79 ±.42 -3.21 .002

11. 항공의무후송에 대한 브리핑참석에 참석한다. 3.25 ± .76 3.82 ±.39 -3.58 .001

12. 비행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진다.
3.47 ± .57 3.89 ±.31 -3.51 .001

13. 환자상태와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협조

   요청한다.
3.09 ± .78 3.54 ±.58 -2.47 .016

Ⅱ. 교육자 3.48 ± .49 3.59 ±.27 - .99 .322

15.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53 ± .57 3.86 ±.36 -2.62 .011

16. 수술.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25 ± .76 3.75 ±.44 -3.05 .003

17. 퇴원환자 자가간호교육을 수행한다. 3.34 ± .75 3.82 ±.39 -3.04 .004

18. 일반장병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수행한다. 3.00 ± .67 3.36 ±.62 -2.13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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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의료요원 간호장교

t p (n=32)  (n=2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Ⅲ. 연구자 3.49 ±.41 3.62 ±.35 -1.25 .215

19.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3.41 ±.61 3.75 ±.44 -2.46 .017

Ⅳ. 자문/상담자 3.17 ±.56 3.42 ±.43 -1.95 .056

20. 건강증진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3.34 ±.60 3.68 ±.48 -2.37 .021

21. 직접건강증진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2.88 ±.83 3.36 ±.62 -2.51 .015

Ⅴ. 군간부 3.23 ±.45 3.29 ±.34 -.56 .578

22. 정기적인 대량환자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3.41 ±.61 3.71 ±.46 -2.17 .034

23.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3.13 ±.75 3.54 ±.64 -2.27 .027

24.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2.91 ±.73 3.50 ±.58 -3.45 .001

25.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3.47 ±.67 3.79 ±.42 -2.16 .035

26.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3.06 ±.98 2.32 ±.82 3.15 .003

수행한다(t= - 2.62, p=.011)”를 포함한 3문항, 지역사회대상자 교육 “일반장병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한다(t= - 2.13, p=.03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자 역할 6문항 중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t= - 2.46, p=.017)”  

1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에서는 “건강증진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다(t= - 2.37, p=.021)”와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t= 

- 2.51,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39 -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에서는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군간부 역할에서 “정기적인 대량환자 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t= - 2.17, 

p=.034)”를 포함한 6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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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기대하는 역할 

어느 한 대상자그룹에서라도 역할에 대하여 기대하는 평균이 3.00이상인 역할

들을 앞으로의 비행단 간호장교역할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표11>과 같다. 

<표11>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기대하는 역할 

    문    항

직접간호제공자 - 임상간호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2.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3.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4. 투약수행 및 관찰한다.

5. 열, 냉 요법을 적용한다.

6. 드레싱을 수행한다.

7. 여군의 심전도를 시행한다.

8. 외래환자진료에 협조한다.

9.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10. 물리치료(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한다.

11. 수술간호 및 수술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12.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한다.

13.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14. 간호관련 기록을  작성한다.

직접간호제공자 - 옹호

1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1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17.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18. 정기적으로 병실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담한다.

19. 여군진료 또는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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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직접간호제공자 - 비행간호

20. 항공의무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 갖춘다.

21. 조종사, 정비사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한다.

22. 비행간호세트 점검 및  관리한다.

23.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24. 탑승환자 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25. 항공의무후송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

26.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27. 비행 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을 진다.

28. 환자상태에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협조를 요청한다.

교육자

29.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0. 수술 및 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1. 환자 개인 및 병실위생교육을 수행한다.

32. 퇴원환자 자가간호교육을 수행한다.

33.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34.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계획, 수행, 평가한다.

35.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

36.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상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한다.

37. 일반 장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38. 일반 장병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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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연구자

39.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40.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41. 자신의 전문지식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42.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43.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

44. 관련지식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식보급에 노력한다.

자문 또는 상담자

45. 건강증진 중점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46. 중점질환 관리대상자의 관리 및 자문을 한다.

47. 부대 인트라넷을 활용한 건강증진정보를 제공한다.

48.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49.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 병동관리

50.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51. 각종 간호업무관련(응급실, 병실, 중앙공급실 등)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 위원회 참여

52.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53. 전문단체(항공간호학회 등)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54. 의무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 보고서 작성관리

55. 정기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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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행정 및 변화촉진자 - 팀웤촉진

56. 팀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진다.

57.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

58. 학제(분야)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

59. 다학제(여러 분야)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군간부

60.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

61. 정기적인 대량환자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62.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63.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64.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65. 전시 항공의무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66. 대민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67.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68.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업무에 참여한다.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와 군

간부역할 모두가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기대되는 역할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서 임상간호 14개 문항, 옹호의 5문항, 비행간호의 9문항과 

교육자 역할 10문항, 연구자 역할 6문항,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은 5문항이 모두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은 병동관리 3문항 중 2문항, 

위원회 참석의 3문항, 보고서작성관리 1문항, 팀웤촉진 4문항, 군간부 역할 10문항 

중 9문항으로 총 68문항이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

할의 병동관리 역의 “병실 시설 및 비품 보수 등을 의뢰한다”와 군간부역할의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만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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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별로 고찰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단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

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군간부 역할에 대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파악

한 결과,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은 임상간호와 옹호 역은 19문항 중 14문항이 대상 

간호장교 90%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며 가장 낮은 역할수행도 71.4%인데 비

해 비행간호 역은 76.2%의 정기적인 유지비행과 66.7%의 항공의무후송에 요구되

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을 제외한 7문항이 50%이하로 낮은 수행을 

보이는 양분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상간호나 옹호 역은 확고한 간호의 역할(Clifton & Rettig, 1991; Hackbarth 

& Hass, 1995; Segesten, 1993; 김춘길, 1991; 김현미, 박점희, 이현주, 조혜명, 

1992; 유은광, 이정섭, 전정자, 1983)로 인식되어 기존의 간호세팅은 이러한 역할을 

정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수행과 기대가 비교적 차이가 

작다. 

이에 비해 비행간호에 대한 간호장교들의 기대(3.69±.26)를 임상간호(3.68±.23)

나 옹호(3.67±.32)와 비교하여 보면 같거나 근소한 차이로 약간 높지만 이처럼 직

접간호제공자 역할의 비행간호 역의 수행과 기대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간호장

교들이 육군이나 해군과 다른 특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게 되는 공군간호장교단

의 홍보를 통해 공군을 지원하게 될 때부터 비행간호를 공군간호장교의 역할로 

강하게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공군으로 임관한 이후 실제 비행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간호초급과정을 이수하고 또한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그 역할에 주어

지는 소정의 비행수당(동승근무자 을3호)을 받고 있어서 다른 것에 비해 매우 높

은 역할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아직은 평

시에는 수송기를 이용한 환자후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수행은 매우 낮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 역할은 수행이 50%이하로 낮은 것은 없을 정도로 대부분 수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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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할로 나타났다. 이 중 환자교육과 간호요원 교육이 일반장병에 대한 교육

보다 높은 수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간호사의 교육자 역할이 아직은 환자교

육이나 간호요원교육 수준에 치중되어 있기(Hackbarth & Hass, 1995; 김춘길, 

1991; 김현미, 박점희, 이현주, 조혜명, 1992; 유은광, 이정섭, 전정자, 1983; 이재순, 

1990)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

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간호장교 개인의 관심보다는 조직차원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자 역할과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에서는 90%이상의 간호장교가 수행하는 

역할은 없었으며 50%이하의 수행을 보이는 역할은 각각 2문항, 3문항으로 나타났

다. 연구자 역할과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에서 수행과 기대의 불일치 원인으로 간

호장교 자신들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제일 높았다. 이는 계급이라는 일차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수행

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순을 안고 있어 민간병원 간호사들이 자

율성 부족이나 권한 부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보여진다. 왜냐하면 간

호장교의 자부심은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느끼는 것보다 장교라는 측면에서 

얻게 되는 경향(Hutchison et al, 2001; 나정순, 2001)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 군간부 역할에서 수행정도가 50%이하인 문항은 위와는 달리 필요한 역

할(3.00 기준)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인

력이 배치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역할대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대상자별 역할에 대한 기대를 비교해 보면, 먼저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군간부 역

할 모두에서 간호장교 그룹, 의료전문요원 그룹,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은광 등(1983)이 대상자간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바 간호사, 

의사, 환자 순으로 기대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환자, 간호사 

두 그룹을 대상으로 간호역할 기대정도를 조사한 연구(김현미 등, 1992)에서 간호

사가 환자에 비해 간호역할을 높게 기대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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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로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보면, 직접

간호제공자 역할, 연구자 역할, 교육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군간부 역할 순이며 모두 필요한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 그룹은 연구자 역할, 교육자 역할,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행정 및 변

화촉진자 역할, 군간부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순이며 모두 필요한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연구자 역할, 직접간호제공

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교육자 역할, 군간부 역할 순 이 으며,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은 필요한 역할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서비스대상자와 의료전문요원 그룹이 보여준 간호역할 기대에 

대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김현미, 박점희, 이현주, 조혜명, 1992; 유은광, 이정섭, 

전정자, 1983)의 환자나 의사그룹이 기대하는 간호역할과는 매우 다른 것이지만,  

이상적인 간호역할이 직접간호보다 전문성이나 교육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Hackbarth 등, 1995)에서 보면 이상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공급품 제공, 기록지 보관, 환자이송, 전산자료입력, 장비 찾아주기, 

룸 세팅과 같은 단순운용업무, 검사보조, 검사를 위한 환자준비, 활력증후 측정, 

검사물 채집과 같은 기술적 절차업무 등은 LPN이나 테크니션, 간호보조원에 위임

할 부분이 크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의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에서 “위생병이 

할 일이다”라고 단순한 기술적 역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한 부분과 유사하

다. 군조직은 직능에 의한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계급도 공존하기 때

문에 간호장교는 간호역할을 수행하는데 역할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한 업무는 하

급자에게 위임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술간호 및 수술 전. 후 처치,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 조종사, 정비

사의 건강요구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 일반장병에 대한 보건교육과 응급

처치 교육,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 ,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 역할과 부대식당 

위생점검 및 지도 역할 등은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이 의료전문요원 그룹보다 간

호장교 역할로 높이 인식하는 역할들로써 이는 현재 비행단 간호장교가 실제 수

행하고 있거나 군의관과 공유하고 있는 역할들이며, 동시에 간호장교들의 수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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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참여하는 것은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인식

이 의무복무(단기)가 주를 이루는 의료전문요원에 비해 높고 간호장교도 간호사임

과 더불어 군인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간호장교 그룹에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이 가장 필요한 역할로 나타난 것은 

간호사들은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환자간호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되며, 윤리강령

이나 실무표준화와 같은 지침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왔기 때문

이라는 맥락에서(Kramer, 1970)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일차적인 비행단 간호장교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

으로 제시되는 역할이 공군 비행단 의무부대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분야 내의 의료전문요원, 간호장교간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두 그룹 각각이 기대하는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

을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두 그룹간 전체 간호역할에 대한 기대정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총 28문항에서 13문

항, 교육자 3문항, 연구자 1문항, 자문 또는 상담자 2문항, 군간부 역할 6문항 등 

25문항이었다. 그룹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필요하다(3.00)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필요한 역할을 연구하는데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간호제공자 역할에서 의료전문요원 그룹이 비교적 낮은 기대를 나타낸 문항인 옹

호 역의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역할,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

락자 역할 그리고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비롯해

서 교육자 역할에서 수술, 검사에 대한 환자 교육, 일반장병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직접 운 하는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과 군간부 역할에

서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 역할 등을 군의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간호장교들도 자신들의 역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그룹간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룹간 차이는 단순히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 부족해서 기대를 낮게 보이는 역할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서로 자신들의 역할 

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호장교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Chaska, 1992) 판단되므로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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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느 한 대상자그룹에서라도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평균이 3.00이

상인 역할들을 앞으로의 비행단 간호장교역할로 제시하 다. 따라서 직접간호제공

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군간부 역할들은 앞으로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에게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 간호는 전시를 고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역할정립

에 있어 평시에 활용이 적은 역할들은 교육, 훈련과 같은 방안을 통해 능력향상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인식이 부족한 역할들에 대한 홍보, 가시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간호직무기술, 직책이나 권한 등이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하

지 못한 것은 효율적인 간호역할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수의 간호

장교가 비행단 간호제반을 책임지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제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간호실이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직책이 주어지는 것은 의무분야의 

대표 특기 중 하나인 간호조직에 최소한의 업무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외 병동시설 및 비품 보수의뢰나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 위생점검과 같이 제외

된 역할들과 다른 부서와의 중복적인 역할들에 대한 대책 등이 함께 심도있게 검

토되어야 비로소 비행단 간호장교의 바람직한 역할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분야간 협력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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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간호장교, 의료

전문요원, 간호서비스대상자 세 그룹의 간호역할 기대를 비교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론을 가진다.

1. 직접간호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군

간부 역할에 대한 간호장교 90%이상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자 역할 10

문항 중 6문항(60.0%),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28문항 중 15문항(53.6%), 군간부 역

할 10문항 중 4문항(40.0%), 행정 변화촉진자 역할 11문항 중 2문항(18.2%) 순 이

며 연구자와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은 없었다. 50%이하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5문항 중 3문항(60.0%), 연구자 역할 6문항 중 2문항(33.3%), 군

간부 역할 10문항 중 3문항(30.0%),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28문항 중 7문항(25.0%),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11문항 중 1문항(9.1%) 순 이며 교육자 역할에서는 없었

다.  즉 교육자 역할은 간호장교 90%이상이 수행하는 하위역할이 가장 많으면서 

50%이하가 수행하는 역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자문 또는 상

담자 역할에서 90%이상이 수행하는 역할은 없고 50%이하인 역할은 다른 역할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간부 역할은 90%이상과 50%이하의 수행을 보이

는 역할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 대상자별 역할 기대 비교 결과, 기대정도는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

할, 연구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군간부 역할 

모두에서 간호장교 그룹, 의료전문요원 그룹,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간호제공자 역할에 대하여 간호장교 그룹은 다른 역할에 비해 가장 

필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연구자 역할 다음의 

두 번째 필요한 역할로, 의료전문요원 그룹은 연구자, 교육자 역할 다음의 세 번

째 필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 역할에 대하여 간호장교 그

룹과 의료전문요원 그룹은 1, 2순위의 역할로 비교적 높은 기대를 보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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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대상자 그룹은 다섯 번째의 하위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자 역할에 대하여 세 그룹 모두는 1, 2순위로 가장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그외 자문 또는 상담자, 행정 및 변화촉진자, 군간부 역할에 대하여 세 그룹의 

역할 기대는 3순위에서 6순위로 중 하위의 기대정도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요원과 간호장교 그룹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직접간호제공자 역할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3.79, p=.000)를 나타냈다. 

3. 연구 결과 비행단 간호장교역할로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교육자 역할, 연구

자 역할, 자문 또는 상담자 역할, 행정 및 변화촉진자 역할, 군간부 역할들을 기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공군 내 여군이 간호서비스 대상자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간

호서비스대상자로서 여군이 가지는 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특정 비행단 조직문화와 간호장교의 특성과 간호서비스대상자와의 향

을 파악할 수 있는 혼합모형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 도구개발 시 델파이 기법이외 포커스 그룹이나 심층면접법 등 다양한 기

법을 활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군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무차원에서 비행단 간호장교 역할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보장되

는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직접간호제공자 역할 중 비행간호 역은 전시역할을 대비하는 각종 훈

련들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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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간호서비스대상자, 의료전문요원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소령 우정희입니다.

 공군에 간호장교가 도입이 된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앞으로 비행단 간호장교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역할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오직 연구자료로만 활용되고 익명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Ⅰ. 일반적 특성

 1. 소속 (피교육장교는 교육 입과전 소속) : __________________ 

 

 2. 5년 이내(현재 기준) 비행단 근무경험 : 1) 없다___ 2) 있다____

 

 3. 특기(병과) : ___________  

 4. 계급: _____  

 

 5. 경력: 1)단기____ 2)복무연장____ 3)장기(20년이하)____ 4)장기(20년이상)____

 6. 군의무시설에 입원한 경험: 1)없다___ 2) 있다____

 7. 1년이내(현재기준) 입원이외(외래, 응급실, 신체검사 등) 군의무시설을 이용한  

경험: 

    1)없다___ 2) 있다____

               8. ‘7번의 2) 있다‘로 답하신 경우, 

                  회수: 1) 1-2회____ 2) 3-10회____ 3) 10회이상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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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현재 업무와 관계없이 앞으로 비행단의 간호장교에게 얼마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2.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3.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4. 투약(먹는약, 주사-근육, 정맥)수행 및 관찰을 한다.

5. 열(핫백), 냉 요법(얼음주머니)을 적용한다.

6. 드레싱(상처부위 소독)을 수행한다.

7. EKG(심전도)를 시행(여군에 대하여)한다. 

8. 외래환자 진료에 협조한다.

9.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10. 물리치료(재활간호-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한다. 

11. 수술간호 및 수술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12.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한다.

13.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14. 간호관련 기록을 작성한다. 

1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1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17.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18. 정기적으로 병실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담한다.

19. 여군의 진료와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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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20. 항공의무 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 갖춘다 

21. 조종사, 정비사의 건강요구(상태)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

22. 비행간호 세트 점검 및 관리한다.

23.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24. 탑승환자 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25. 항공의무 후송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

26.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27. 비행 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을 진다.

28. 환자상태에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 협조를 요청한다.

29.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0. 수술, 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1. 환자개인 및 병실 위생 교육을 수행한다.

32. 퇴원환자 자가(집에서 스스로)간호 교육을 수행한다.

33.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육 계획수립, 수행, 평가한다.

34.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을 계획, 수행, 평가한다.

35.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

36.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참여를 격려한다.

37. 일반장병에 대한 보건 교육을 수행한다.

38. 일반장병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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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39.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40.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41. 자신의 전문지식 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42.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43.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

44. 관련지식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식보급에 

   노력한다.

45. 건강증진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46. 중점질환 관리대상자의 관리 및 자문을 한다.

47. 부대 인트라넷을 활용한 건강증진정보를 제공한다.

48.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49.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

50.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51. 각종 간호업무관련(응급실, 병실, 중앙공급실 등) 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52. 병동 시설 및 비품 보수 등을 의뢰한다.

53.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54. 전문단체(항공간호학회 등)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55. 의무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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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56.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57. 팀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58.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

59. 학제(분야)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

60. 다학제(여러 분야)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61.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

62. 정기적인 대량환자 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63.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64.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65.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66. 전시 항공의무 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67. 대민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68.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69.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70.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업무에 참여한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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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간호장교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소령 우정희입니다.

 공군에 간호장교가 도입이 된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앞으로 비행단 간호장교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역할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비행단 간호장교의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오직 연구자료로만 활용되고 익명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Ⅰ. 일반적 특성

 1. 소속 (피교육장교는 교육 입과전 소속) : __________________ 

 

 2. 5년 이내(현재 기준) 비행단 근무경험 : 1) 없다___ 2) 있다____

  

 3. 특기(병과) : ___________  

 4. 계급: _____  

 

 5. 경력: 1)단기___2)복무연장___3)장기(20년이하)___4)장기(20년이상)_____

 6. 간호주특기 교육경험 : 1)없다____  2)있다_____

            

                7. ‘6번의 2) 있다’로 답하신 경우 주특기명을

  적어 주세요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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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현재 수행하는 업무, 수행하지 않는 업무와 현재 업무와 관계없이 앞으로 

비행단의 간호장교에게 얼마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수행

한다

수행

하지

않는

다

1. 입원환자 면담을 수행한다.

2. 정기적인 환자관찰을 한다. 

3. 간호전문지식(간호과정)에 의한 간호수행을 한다.

4. 투약(먹는약, 주사-근육, 정맥)수행 및 관찰을 한다.

5. 열(핫백), 냉 요법(얼음주머니)을 적용한다.

6. 드레싱(상처부위 소독)을 수행한다.

7. EKG(심전도)를 시행(여군에 대하여)한다. 

8. 외래환자 진료에 협조한다.

9. 응급간호를 수행한다.

10. 물리치료(재활간호-온열치료, 저주파기 등)를 

   수행한다. 

11. 수술간호 및 수술전.후 처치를 수행한다.

12. 신체검사(채혈, 혈압측정 등)에 협조한다.

13. 환자의 식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14. 간호관련 기록을 작성한다. 

15. 환자상태를 환자나 관계자(보호자 등)에게 설명한다.

16. 환자와 군의관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한다.

17. 환자가 받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18. 정기적으로 병실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담한다.

19. 여군 진료 또는 검사에 입회 및 보조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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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수행

한다

수행

하지 

않는

다

20. 항공의무 후송에 요구되는 응급간호 위기관리능력

    갖춘다 

21. 조종사, 정비사의 건강요구(상태)파악을 위해 부서 

   순회 및 상담을 수행한다.

22. 비행간호 세트 점검 및 관리한다.

23. 정기적인 유지비행을 수행한다.

24. 탑승환자 정보를 담당간호장교와 인수인계한다.

25. 항공의무 후송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

26. 항공의무후송관련 기내 환자배치계획에 참여한다.

27. 비행 중 간호의 상급책임자로 간호에 책임을 진다.

28. 환자상태에 관련하여 조종사에게 비행 협조를 

   요청한다.

29. 입원환자 질병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0. 수술, 검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31. 환자개인 및 병실 위생 교육을 수행한다.

32. 퇴원환자 자가(집에서 스스로)간호 교육을 수행한다.

33. 정기적으로 간호요원의 직무교육 계획수립, 수행, 

   평가한다.

34. 정기적인 여군무원의 간호보조교육을 계획, 수행,

   평가한다.

35. 간호관련 교육자료를 작성, 관리한다.

36. 간호요원에 필요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참여를

    격려한다.

37. 일반장병에 대한 보건 교육을 수행한다.

38. 일반장병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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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수행

한다

수행

하지

않는

다

39. 관련분야 지침서 개발에 참여한다.

40.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41. 자신의 전문지식 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42. 간호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43. 자신의 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한다.

44. 관련지식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식보급에 

   노력한다.

45. 건강증진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46. 중점질환 관리대상자의 관리 및 자문을 한다.

47. 부대 인트라넷을 활용한 건강증진정보를 제공한다.

48.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고혈압, 요통 등)을

   운 한다.

49. 환자의 건강증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을 제공한다

50. 병동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51. 각종 간호업무관련(응급실, 병실, 중앙공급실 등)

   물품, 장비, 기구류 등을 관리한다.

52. 병동 시설 및 비품 보수 등을 의뢰한다.

53.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54. 전문단체(항공간호학회 등)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55. 의무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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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수행

한다

수행

하지

않는

다

56.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57. 팀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58.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한다

59. 학제(분야)간 회의에 전문인으로 참석한다

60. 다학제(여러 분야)간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61. 정기적인 화생방훈련에 참여한다.

62. 정기적인 대량환자 구호훈련 및 계획에 참여한다.

63. 각종 부대검열에 참여한다.

64. 을지훈련 시 의무참모로 활동한다.

65. 전시 동원 간호인력에 대한 지휘능력을 갖춘다 

66. 전시 항공의무 후송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67. 대민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68. 부대식당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한다.

69. 여부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한다.

70. 부대 내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업무에 참여한다. 

- 다음장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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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1. 앞의 업무내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량 과다 _____  2) 관련전문지식 부족_____ 3) 권한 부족 _______

 4) 주변의 인식부족 _____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비행단 간호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1) 리더십____  2) 간호전문지식_____  3) 인간관계_____  4) 군인정신______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간호장교 역할을 정립하는데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1에서 3순위까지의 순위를 

정한다면?

(3가지 선택하여 우선순위를 매겨 주세요)

 1) 항공간호초급과정의 강화

 2) 실무교육 기회 

 3) 대학원 교육기회(임상전문가과정포함)

 4) 명확한 간호업무의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

 5) 간호장교관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또는 부활

 6) 계급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 보장

 7) 인사제도의 개선(장기복무의 기회확대)

 8)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4. 역할수행의 비중에 있어 간호사와 군인의 비율(단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예: 간호사 50% : 군인 50%) 

5. 기타 간호장교 역할 정립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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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Development of Nursing Officers in ROKAF Base

   Woo, Chung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ough nursing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to ROKAF with the 

changes in ROKAF's medical environment and expectations toward nursing 

profession, its role is not clearly defined yet and this leads to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systematic role development. This work, therefore, tries to 

supply basic information for its role development by finding out present tasks 

of air base nursing officers and role expectations on them from air force 

members.

  Surveys were conducted from Oct. 10 to Oct. 25, 2002 for three groups in 

ROKAF air bases; nursing officers, medical team and consumers of nursing 

services. For the data collection, I developed survey instrument through 

research surveys and delphi metho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0.1.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Surveys were conducted for 169 persons : consumers 109(64.9%), 

medical team 32(18.9%), nursing officers 28(16.6%).

  2) The roles that nursing officers are conducting are clinician, educator, 

researcher, consultant, administrator and military officer.

  3) Degrees of role expectation on above roles were highest in nursing 

officers, followed by medical team and consumers. In detail, for th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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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s group, the order is clinician(3.68±.21), researcher(3.62±.35), 

educator(3.59±.27), consultant(3.42±.43), administrator(3.42±.39) and military 

officer(3.30±.34). For the medical team group, the order is researcher(3.49±.41), 

educator(3.48±.49), clinician(3.38±.37), military officer(3.23±.45) and 

consultant(3.17±.56). For the consumers group, the order of role expectation is 

researcher(3.18±.48), clinician(3.14±.39), consultant(3.12±.53), military 

officer(3.10±.48), educator(3.09±.49) and administrator(2.93±.44). All of the 

roles were defined as necessary by three surveyed groups except consumer 

group for the role of administrat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role expectation, between medical 

team group and nursing officers group, for the role as a whole(t=-2.46, p=.017) 

and for role as clinician specifically(t=-3.79, p=.000).

  4)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 propose that clinician, educator, 

researcher, consultant, administrator and military officer should be defined as 

the role of nursing officers in air base. Since role establishment and proper 

execution requires more comprehensive research to cope with excluded roles 

and on related matters such as personnel, organizational system, institution and 

regulation,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necessary. 

Key word : Air force nursing officer, nurs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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