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66-74,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6 -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66

JCCT 2021-2-10

*정회원,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0년 1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월 15일

Received: November 30, 2020/Revised: January 4, 2021
Accepted: January 15, 2021
*Corresponding Author: jisookan@kyungnam.ac.kr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 Korea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분석

Analysis of Image of Nurses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Corona Pandemic

안지숙*

An, Jisook*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도된 간호사와 관련된 신문기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문기사에 나타

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석대상은 국내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국내 주요 4개 일간지에 보도된 간호사 관련 기사 199건이다. 분석결과, 과거에 비해 간호사 관

련 기사의 보도량은 증가하였으며, 간호사가 업무 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며 환자를 돌본다는 주제

의 기사가 많았다. 기사의 보도방향은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많았고, 기사 작성자는 기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전문기자

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작성한 것은 적었다. 간호사 관련 기사에서 간호사의 비중은 선행연구와 달리 주요인물로 다

뤄진 경우가 많았다. 간호계와 언론계 모두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신문에 나타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19, 팬데믹, 간호사, 신문기사,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rends in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nurses report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analyze the image of nurses in newspaper articles. The target of analysis is 199 
articles related to nurses reported in four major domestic newspapers for 10 months from January 2020 to 
October 2020, when the domestic COVID-19 pandemic in full sw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ared to 
the past, the volume of reports of articles related to nurses increased, and there were many articles on the topic 
of nurses being treated poorly compared to work, having a sense of vocation and caring for patients. There 
were many reports of articles that were favorable or neutral, and most of them were reporters, but few were 
written by professional reporters or medical personnel including nurses.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oportion 
of nurses in nurse-related articles was often treated as the main character. Both the nursing and the media 
should make systematic and continuous efforts to ensure that accurate descriptions of the various roles and 
activities of nurses appear in the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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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

의 확진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0월 31일 현재 26,511명의 확진자와 46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1]. 이러한 글로벌 보건위기에 따

라 코로나 19는 이른바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되

었으며[2], 이러한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 출현이라는 보

건의료 분야의 사태를 넘어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인류 문명사에 크나큰 사건

으로 규정되고 있다[2].

아직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감염 위험과 유행에 대한 불안

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3].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반의 노력 끝에 이른바 ’K-방역‘이라 불

리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4,] 이

러한 성과의 주역 중 하나로 일선 현장의 간호사를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0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Year of the Nurse

and the Midwife 2020)이다[5]. 간호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에 벌어진 팬데믹의 공격은 간호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간호를 어떻게 생각하

고 간호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 대중

매체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6]. 특히 신문은 대

중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중 하나이며 많은 대중들이

신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6].

간호사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와 직접 접촉한 경험

뿐 아니라 메시지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생

성될 수 있다[7]. 후자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주로 대중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요즈음은 영‧유아부

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대중매

체에 노출되어 있다[8].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된 메시

지는 대중에게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수용된다[9]. 대중

매체는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정치‧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10]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

식 생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는 뉴스매체이

며[7],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뉴스매체는 신문

이다[12]. 이에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관련 기사를 주

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논문이 일

부 있었으나[13-15], 전반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한 실

정이며 간호사 관련 신문 기사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의료 특히 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즈음, 대중이

비교적 많이 접하는 신문에서 보도되는 간호사 관련

기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도된 간호

사와 관련된 국내 일간지 기사의 동향을 살펴보고 신문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호사와 관련된 내

용을 다룬 간호사 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분석한 내용분

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

화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국

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간호사 관련 기사이다. 분석

대상 기사의 검색기간을 2020년 1월부터로 정한 이유

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

하였기 때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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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일간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등 4종을 선정하였다. 언론사별로 신문

은 관심영역이 다르고[16], 사회의제에 대해 상반된 시

각과 대립되는 입장을 보인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입장과 태도를 포괄하기 위해 보수언론

의 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18], 진보언론의 신문

인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을[18]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기사의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기사 데이터

베이스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통해 실시하

였다. 검색 시 키워드는 ‘간호사’로 하였으며, 키워드가

제목 또는 본문에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기사는 해당기간 동안 총 907건이었으나, 사진만 있는

기사 88건, 부고 기사 22건, 특정 병원 또는 대학 및 기

업체의 홍보성 기사 58건, 간호사와 관련성이 낮거나

‘간호사’라는 단어가 단순 언급된 기사 392건, 중복된

기사 148건을 제외한 총 199건을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유목은 인쇄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정면숙과 강영실의 연구[13]와

신문의 간호사 관련 기사를 내용 분석한 Lihua의 질적

연구[6],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박선아 등의 연구[19]를 참고하여, 기사 보도량, 기사

주제, 기사 보도방향, 기사 작성자, 보도 비중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즉, 기사 건수는 신문사별, 월별로 간호

사 관련 기사가 얼마나 보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 기사 주제

기사 주제는 Lihua의 연구[6]에서 도출된 5개의 주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 ‘유망직종으로 부상함’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 주제에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정성껏 지원하고 헌신적인 돌봄을 제공하

며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회 환경 개선에 힘쓰는 내용의 기사를 포함한다. ‘전

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 주제에는 전문직에 필

요한 자질을 연마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 지식

을 가지며 보수교육, 연구 및 전문직 단체를 통해 전문

성과 권익증진활동에 참여하는 내용, 환자의 건강관련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환자 가족의 협조와 지지를 끌어

내고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 주제에는 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미스러

운 사건에 연루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 주제에는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겪거나,
간호사 부족, 이직, 퇴사 및 간호사를 위한 법적・제도
적 규제가 불완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유망직종

으로 부상함’ 주제에는 의료현장과 사회활동에서 활약

상이 두드러지고, 취업 전망과 진로 진출이 활발하여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며 간호가 여성의 고유영

역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기사 보도방향

기사내용의 보도방향(호의도)은 신홍주의 연구[20]에

서 제시한 기사의 보도방향 분류 기준 즉, 호의적, 비호

의적, 중립적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호의적’ 기사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쾌, 유머적, 조화적, 건설적, 건

전, 회복경향, 공유, 협동, 이타, 애정적, 확신적, 긍정적

인 새로운 발견, 호전경향 등으로 해석하게 되는 기사

이다. ‘비호의적’ 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 불

유쾌, 갈등적, 불건전, 섬뜩함, 기만적, 파괴적, 모욕적,

욕설적, 악화경향 등으로 해석하게 되는 기사이다. ‘중

립적’ 기사는 완전히 호의적인 것도, 비호의적인 것도

아닌 논조로 인식될 때 혹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해설

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고 보여지는 기사이다.

4) 기사 작성자

기사 작성자는 선행연구[6, 13, 19]를 참고하여 4개

항목 즉, 기자, 전문기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기타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타에는 교수, 연구원,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위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

함하였다.

5) 보도 비중

간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의 비중은 선행연

구[19]를 참고하여 ‘주요인물’과 ‘보조인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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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주요인물은 기사 내용이 간호사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며, 보조인물은 기사 내용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나 간호사를 부가적으로 작성하여 보도한 것이

다.

4. 자료분석

자료는 엑셀(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사 보도량

분석대상에 포함된 4개 언론사의 간호사 관련 기사

는 다음과 같다(표 1). 총 199건의 기사 중 조선일보의

기사가 75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53건

(26.6%), 동아일보가 40건(20.1%), 한겨레 신문이 31건

(15.6%)의 순이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간호사 관련 기사

가 얼마나 보도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3월에 보도된 기사가 38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4월 29건(14.6%), 2월 27건(13.6%) 등으로, 코로나 19

사태 초기이자 1차 대유행 시기였던 2～4월의 기사가

전체의 47.3%를 차지하였다. 이후 코로나 19가 진정 국

면에 접어들며 간호사 관련 기사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6, 7월에 기사가 가장 적었으

며, 수도권의 광복절 집회가 있던 8월부터 관련 기사

보도량이 점차 상승하다 10월에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 기사 주제

코로나 19 이후 간호사 관련 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총 199건 중 ‘업무대비 열악

한 대우를 받음’에 관한 기사가 98건(49.2%)로 가장 많

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이 50건(25.1%),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이 19건(9.5%),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과 ‘유망직종으로 부상함’에 관한 기

사가 각각 16건(각 8.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에 관한

것으로는 간호사 태움 문화, 의료 현장의 간호사 부족,

간호사 및 의료진의 코로나 확진 등의 기사가 있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에 관한 것으로는 임관

하자마자 코로나 환자에게 달려간 간호장교, 휴가와 신

혼생활을 반납하고 코로나 유행지역에 의료봉사를 간

간호사,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가 있으면 달려간다는 간

호사 등의 기사가 있었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에 관

한 것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간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간호사, 간호사의 대리 처방 등의 기사가 있었

다.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에 관한 것으로

는 암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간호사, 간호사 출신 시의

원의 활약, 사회의 귀감이 되어 상을 받은 간호사 등의

기사가 있었다. ‘유망직종으로 부상함’에 관한 것으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학과 취준생, 미래의 간호사를 꿈

꾸며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현장 등의 기사가 있었다.

언론사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석대상인 4개 언

론사 모두에서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

에 관한 기사가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은 ‘업무대비 열

악한 대우를 받음’에 관한 기사의 비율(58.5%)이, 동아

표 1. 간호사 관련 기사의 신문사별 보도량(2020년 1월
-2020년 10월)
Table 1. Coverage of Nurse-related Articles by Newspaper
Company (January 2020-October 2020)

경향
신문
Kyungh
yang
Shinmu
n

동아
일보
Dong-A
Ilbo

조선
일보
Chosun
Ilbo

한겨레
신문
Hankyo
reh
Shinmu
n

합계
Total

기사
건수
Cover
age
n(%)

53(26.6) 40(20.1) 75(37.7) 31(15.6)
199
(100.0)

표 2. 간호사 관련 기사의 월별 보도량(2020년 1월-2020년
10월)
Table 2. Monthly Coverage of Nurse-related Articles
(January 2020-October 2020)
월
Month

1 2 3 4 5
계
Total

기사건수
Coverage
n(%)

9
(4.5)

27
(13.6)

38
(19.1)

29
(14.6)

24
(12.1)

199
(100.0
)

월
Month

6 7 8 9 10

기사건수
Coverage
n(%)

7
(3.5)

9
(4.5)

14
(7.0)

24
(12.1)

1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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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에 관한 기사의

비율(35.0%)이 타 언론사에 비해 높았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에 관한 기사의

비율이 각각 10.7%, 16.0%로 타 언론사에 비해 다소 높

았다.

3. 기사 보도방향

간호사 관련 기사의 보도방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4, 5). 분석 결과, ‘호의적’인 기사가 81건

(40.7%)으로 가장 많았고 ‘중립적’인 기사가 75건

(37.7%), ‘’비호의적‘인 기사는 43건(21.6%)이었다. 신문

사별로는 경향신문의 경우 비호의적 기사의 비율(7.5%)

이 타 언론사에 비해 가장 적었다. 반면 한겨레 신문은

비호의적 기사의 비율(32.2%)이 4개 언론사 중 가장 높

았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호의적인

기사의 비율이 중립적, 비호의적 기사에 비해 높은 경

향을 보였고, 한겨레 신문은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기사의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사의 주제별 보도방향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

를 돌봄’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의 경우

호의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비호의적인 기사는

없었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에 관한 기사는 비호의

적인 기사가 많았고,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과

‘유망직종으로 부상함’에 관한 기사는 중립적인 기사가

많았다.
표 3. 간호사 관련 기사의 주제별‧신문사별 보도량(2020년
1월-2020년 10월)
Table 3. Coverage of Nurse-related Articles by Topic and
Newspaper Company (January 2020-October 2020)

소명
의식
Vocati
on

전문
직
Profes
sion

도덕
적회
피
Moral
Evasi
on

열악
한대
우
Poor
Treat
ment

유망
직종
Promi
sing
Occup
ation

계
Tota
l

경향신
문
Kyung
hyang
Shinm
un

12
(22.6)

4
(7.5)

3
(5.7)

31
(58.5)

3
(5.7)

53
(100.
0)

동아일
보
Dong-
A Ilbo

14
(35.5)

3
(7.5)

3
(7.5)

16
(40.0)

4
(10.0)

40
(100.
0)

조선일
보
Chosu
n Ilbo

17
(22.7)

7
(9.3)

8
(10.7)

36
(48.0)

7
(9.3)

75
(100.
0)

한겨레
신문
Hanky
oreh
Shinm
un

7
(22.6)

2
(6.5)

5
(16.0)

15
(48.4)

2
(6.5)

31
(100.
0)

계
Total

50
(25.1)

16
(8.1)

19
(9.5)

98
(49.2)

16
(8.1)

199
(100.
0)

표 4. 간호사 관련 기사의 신문사별 보도방향(2020년 1월
-2020년 10월)
Table 4. Report Direction of Nurse-related Articles by
Newspaper Company (January 2020-October 2020)

호의적
Favorabl
e

중립적
Neutral

비호의적
Unfavora
ble

계
Total

경향신문
Kyunghy
ang

Shinmun

24
(45.3)

25
(47.2)

4
(7.5)

53
(100.0)

동아일보
Dong-A
Ilbo

18
(45.0)

13
(32.5)

9
(22.5)

40
(100.0)

조선일보
Chosun
Ilbo

29
(38.7)

26
(34.7)

20
(26.6)

75
(100.0)

한겨레
신문

Hankyore
h

Shinmun

10
(32.2)

11
(35.6)

10
(32.2)

31
(100.0)

계
Total

81
(40.7)

75
(37.7)

43
(21.6)

199
(100.0)

표 5. 간호사 관련 기사의 주제별 보도방향(2020년 1월
-2020년 10월)
Table 5. Report Direction of Nurse-related Articles by
Topic (January 2020-October 2020)

주제
호의적
Favorabl
e

중립적
Neutral

비호의적
Unfavor
able

계
Total

소명의식
Vocation

47
(94.0)

3
(6.0)

0
50
(100.0)

전문직
Profession

13
(81.3)

3
(18.7)

0
16
(100.0)

도덕적
회피
Moral
Evasion

0
4
(21.1)

15(78.9)
19
(100.0)

열악한
대우
Poor

Treatment

16
(16.3)

54
(55.1)

28(28.6)
98
(100.0)

유망직종
Promising
Occupation

5
(31.3)

11
(68.7)

0
16
(100.0)

계
Total

81(40.7) 75(37.7) 43(21.6)
1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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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 작성자

간호사 관련 기사의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총 199건 중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175건

(87.9%)으로 가장 많았으며, 4개 언론사 모두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4건(7.0%),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기타는

6건(3.1%), 전문기자는 4건(2.0%)으로 기자에 비해 낮

은 비율을 나타냈다.

5. 보도 비중

간호사 관련 기사에서 다룬 간호사의 보도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총 199건의 기사 중

간호사를 주요인물로 다룬 기사는 144건(72.4%)이었으

며, 4개 신문사 모두 간호사를 주요인물로 다룬 기사의

비율이 보조인물로 다룬 기사에 비해 높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도된 간호사

관련 신문기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선

정된 4개 신문사에서 검색된 간호사 관련 기사는 2020

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9건이었다. 이는 1987년부터

5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13]에서의 110건과 2010년

이후 5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19]에서의 704건 보

다 증가된 수준의 보도량으로 여겨진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신문을 통한 간호사 관련 보도가 늘어나고 있으

며, 대중매체의 간호사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도 여겨진다.

간호사 관련 기사의 보도량은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증가와 감소의 추세를 모두 보였는데, 국내 코

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였던 2월부터 기사량이 증가하

다가 5월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며 동시에 기사량 또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수도권의 광복절 집회가

예고되어 실시된 8월부터 기사량이 다시 증가하다가 10

월에 다소 감소되었다. 이처럼 현재 간호사 관련 기사

량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 관련 기사의 주제는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에 관한 것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에

관한 것이 약 75%를 차지하였다. 선행연구[6]에 의하면,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이란 주제에는 신체적‧정

표 6. 간호사 관련 기사의 신문사별 작성자(2020년 1월
-2020년 10월)
Table 6. Writers of Nurse-related Articles by Newspaper
Company (January 2020-October 2020)

기자
Report
er

전문
기자
Special
Reporte
r

의료인
Healthc
are
Worker

기타
Others

계
Tota
l

경향신문
Kyunghy
ang

Shinmun

46
(86.8)

1
(1.9)

5
(9.4)

1
(1.9)

53
(100.
0)

동아일보
Dong-A
Ilbo

32
(80.0)

1
(2.5)

4
(10.0)

3
(7.5)

40
(100.
0)

조선일보
Chosun
Ilbo

70
(93.3)

2
(2.7)

2
(2.7)

1
(1.3)

75
(100.
0)

한겨레
신문
Hankyor
eh

Shinmun

27
(87.1)

0
3
(9.7)

1
(3.2)

31
(100.
0)

계
Total

175
(87.9)

4
(2.0)

14
(7.0)

6
(3.1)

199
(100.
0)

표 7. 간호사 관련 기사의 신문사별 보도 비중(2020년 1월
-2020년 10월)
Table 7. Report Importance of Nurse-related Articles by
Newspaper Company (January 2020-October 2020)

주요인물
Central
Figures

보조인물
Assistant
Figure

계
Total

경향신문
Kyunghyang
Shinmun

37(69.8) 16(30.2) 53(100.0)

동아일보
Dong-A Ilbo

31(77.5) 9(22.5) 40(100.0)

조선일보
Chosun Ilbo

54(72.0) 21(28.0) 75(100.0)

한겨레 신문
Hankyoreh
Shinmun

22(71.0) 9(29.0) 31(100.0)

계
Total

144(72.4) 55(27.6) 1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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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소진(burn-out)이라는 하부주제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쳐감, 전문직으로서의

갈등을 겪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함, 간호

사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전문직 자긍심에 상처를 입음,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 어려움이 따름, 여성

에 대한 폄하와 차별을 감수함과 같은 개념을 포괄한다

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됨, 간호사 이직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인력공급만

늘리려고 함 등의 개념도 이 주제에 포함된다[6].

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이란 주제에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정성껏 지원함, 헌신적인 돌봄을

제공함,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보살핌, 환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회 환경 개선에 힘씀이라는 하부

주제가 포함된다고 한다[6]. 이러한 하부주제 내에는 환

자를 가족처럼 대함, 환자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

아 줌,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성의껏 설명함, 자신

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보살핌, 환자의 건강을 위

해 편안한 삶을 희생함, 환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

짐, 환자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보람을 느낌, 환자의 기

대에 따른 책임감을 느낌, 의료사각지대에서 환자의 건

강을 지킴,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 앞장섬, 경제

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를 도와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된다[6].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이란 주제는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일정의 덕목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

다. 또한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은 코로나19 사

태 후 나타난 보건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및 문제 등으로 나타난 현상을 반영하는 주제라 여겨진

다. 이에 간호사 관련 기사 또한 이러한 주제들이 빈번

하게 반영되었을거라 사료된다.

간호사 관련 기사의 보도방향은 전반적이고 호의적

이거나 중립적인 기사가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13, 19]

에서의 결과와도 일치되며, 앞서 상세히 살펴본 기사

주제인 ‘업무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음’, ‘소명의식을 가

지고 환자를 돌봄’와도 일견 부합되는 결과라고 여겨진

다. ‘기사 주제 중 ’도덕적 책임을 회피함‘에 관한 기사

는 78.9%의 기사가 비호의적인 보도방향으로 보이며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기사 주제에 따라 보도방향이 결

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간호사 관련 기사의 작성자는 대다수가 기자였으며,

이는 분석대상인 4개 신문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

였다. 또한 의학전문기자가 대부분의 신문사에 존재함

에도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 수는 일반기자에 비해 적

었다. 대학 교수, 유관 기관의 전문가와 같은 외부 전문

가가 작성한 간호사 관련 기사 또한 적었다. 무엇보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작성한 기사가 적었으며, 이

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간호사

의 시각에서 전달한 기사가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6, 19]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의학전문기자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자, 현장의 간호사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

호사 관련 기사를 더욱 활발히 투고할 수 있도록 간호

계와 언론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간호사 관련 기사 중 72.4%의

기사에서 간호사를 주요인물로 다뤘다. 관련 선행연구

[19]에서는 신문기사에서 간호사를 주로 보조인물로 다

룬 비중이 컸던 데에 비해 달라진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를 중요 인물로 인

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중매체에 투영

된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

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21, 22]. 특히 신문과 같이

대중들이 자주 접하고 신뢰하는 매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에 간호계와 언론계 모두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신문에 나타나도

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일간지에서 다룬

간호사 관련 기사의 동향을 통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간

호사 이미지를 살펴본 연구로, 국내의 주요 4개 신문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에 비해 간호사 관

련 기사의 보도량은 증가하였으며, 간호사가 업무 대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며 환자를 돌

본다는 주제의 기사가 많았다. 기사의 보도방향은 호의

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많았고, 기사 작성자는 기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전문기자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작성한 것은 적었다. 간호사 관련 기사에서 간호사의 비

중은 선행연구와 달리 주요인물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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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신문 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

야와 관련된 신문 기사 및 대중매체의 보도에 대한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간호계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 관련 기사 및 보도에 대

해 언론인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간호사의 열악한 대우나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보건의료계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과 관련

활동을 신문기사나 매체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대중매체의 간호사 관련 보

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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