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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첫 논문을 발간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해

야 할게 산더미인데도 손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 진행이 더딘 탓에 예심 때

부터 교수님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언

젠가는 이 글을 읽으며 그래,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겠지요? 마지막까지 지도해주신 김소윤 교수님, 논문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응원 메시지까지 적어주시던 간호대학교 김상희 교수님, 언제든 필요할 때 도

움을 요청하라고 격려해 주시던 이유리 교수님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다. 또 처음 제가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주제로 정했을 때 적극적으

로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며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정화 

파트장님, 제가 서툴러 놓치고 있던 진행 절차 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며 같이 

걱정해 주시고 논문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껏 힘써주신 한민영 파트

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힘내라 응원해주시던 병동 선생님들, 우리 

동기들, 가족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함코치님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병원 경력

개발시스템 위원 및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논문을 막상 제출하려니 이제야 조금 더 잘 해볼 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

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도 하나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고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전절차

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수많은 논문들

을 펴내기 위해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냈을 지를 감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약 6년 동안 임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였지만 사실 대학시절 저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과 

갈망은 제가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대학 졸업 후  



임상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개발, 자기발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

의 연구가 임상간호사들의 경력개발 및 국내 간호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안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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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 개선방안

- 일개 의료기관 간호사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유능한 간호사들을 임상에 보유함으로서 간호의 

질을 높이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시스템을 시행하였

고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도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 및 진행 중에 있다. 

 국내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경력개발 시스템의 한두 

가지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보고하였거나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주

제로 한 질적 연구들에서도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력개발 시스템을 경험하여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만족감, 제한점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S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 경력개

발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도를 확

인하고 경력개발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 및 제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간호사 경력개발 제도 정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하위범주를 통해 나누고, 하위 범주들의 연관성을 통해 같은 주제로 

묶는 범주화작업을 통해 분석하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로는 내적효과와 외적 효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내적 

효과에는 경력을 인정받음으로서 오는 성취감, 경력개발에 대한 욕구상승이 

있었고 외적 효과에는 경력개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력과 간호역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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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며 성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력개발 시스템의 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제도적요인, 내용적요인, 개인적 요

인이 있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승단기준, 원내 경력개발시스템 활용의 제

한, 승진과 승단 과정의 중복으로 오는 부담감이 있었고 내용적 요인으로는 

업무내용과 승단 단계의 연계성 결여, 교육 내용의 제한 및 업무량 과다의 측

면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부족, 낮은 

보상에서 오는 만족도나 성취감 결여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경력개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인 승단기준을 확립하고 중환자실에만 국한되

어 있는 경력개발시스템을 병동 전체로 확장 시켜 병동마다 단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인사관리에 경력단계를 활용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승단 단계별로 병동 업무에 차별을 두고 각 부서별로 특성에 따

라 역량 평가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업무와의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고 실무 

중심 교육과 대외활동을 격려함으로서 경력단계별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병원 인사관리 시스템의 활용 및 온라인 교

육 활성화를 통해 승단업무를 최소화시키고 각 부서별 승단 담당 인력을 배치

하여 직원들의 승단에 대한 이해 및 과정을 돕고 간단한 안내문 제작을 통해 

직원들이 손쉽게 승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함으로서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력개발 시스템의 확대와 정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단 단계

에 따른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1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간

호사 인력문제이다.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

르면 2015년 기준 간호사면허자격 소지자 338629명 가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유휴간호사) 10만 명이 넘으며, 2016년도에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서도 타 병원 이직, 업무 부적응, 

결혼 및 출산,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간호사 이직률은 2011년~2016년 동안 전

체의 12~17%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며 매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

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경력 간호사의 수는 적어지고, 간호사 근

속연수가 짧아짐에 따라 간호의 질, 의료 생산성의 저하 등을 초래 할 수 있

다. 

 이에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병원 내 간호조직에서 유능한 간호사들을 임

상에 보유함으로서 간호의 질을 높이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일종의 

인적자원 개발제도로 Career ladder system 혹은 clinical ladder system이라

는 이름의 경력개발시스템이 적용 및 발전되어오고 있는데 (이정희,1998) 이

는 연구자에 따라 임상승급제도, 임상승진제도 , 경력개발시스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적용되고 있다. 

 1964년 Creighton 이라는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이행 해 오던 간호사 승진 과

정이 경력이 오래되고 간호의 질이 높은 간호사들을 임상에 오래 머물도록 하

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임상등급 (Clinical Ladder System) 

의 개념을 처음 논의하였다(Goodrich & ward,2004). 이후 Zimmer(1972)의 연

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의 경력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 간호 경력 개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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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여 소개하였으며 이는 108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간

호 경력 개발 시스템은 미국의 임상에서 환자들을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단계에 따라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서 경력이 높은 간

호사들을 임상에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전되

어왔다 (Buchan, 1999). 

 경력개발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다수 입증된 바 있으며 대

표적으로 간호사의 보유, 생산성향상, 직무만족도 향상 등으로 보고되어있다 

(Buchan,1999). 이 밖에도 많은 해외 문헌들에는 경력개발시스템에 따른 간호

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보고한 연구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인력운영 비용절감 

및 환자간호의 질적 향상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Schultz,1993 ; Begle and johnson,1991)

 우리나라에서도 경력간호사의 보유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0년대 초

반부터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인식도,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경력개발 시스템의 

한두 가지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보고하였던 경향이 있으며, 경력개발 시스

템에 대한 경험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들에서도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긍정

적인 결론만이 있을 뿐, 현제 임상간호사들이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느

끼고 있는 실질적인 만족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각 단계별로 추가되어야 

할 필수교육과정,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제언 등,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매우 국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일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중환자실에 근무 중인 임상 간호사가 경력개발 시스템 

경험 후 느낀 시스템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따

른 교육내용에 대한 제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병원 실정에 맞는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간호의 

질 향상 및 임상 간호사들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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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국내 경력개발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의견 및 경험

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성과 전반적인 만족도,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프로

그램에 대한 인식도도 매우 낮게 보고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

를 받아왔다(Goodrich & Ward, 2004).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주로 한두 가지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보고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두 종합병원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외 다른 병원들

도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으나 아직 시행 기간이 짧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본 시스템을 경험한 임상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의견이나 

전반적인 평가, 개선점을 모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15년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 S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연구를 

진행함으로서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통해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 상승과 간호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우리

나라 간호의 질 향상 및 간호사의 경력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서울 일개 종합병원 S병원에서 경력개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중

환자실 간호사 군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한다.

(2)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경력개발 시스템의 긍

정적인 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경력개발 제도 정책의 안정

과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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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 포커스 그룹 연구

 

  본 연구는 현재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S 대학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장점, 개선점, 느낀점,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로 진행된다. 

 포커스 집단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같은 흥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관련 대상자들의 합의적 의견 도출을 유도하는 연구 방법으

로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그룹토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krueger, 1988).

 포커스 그룹은 다른 종류의 연구와 비교하여 수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본 연

구자가 연구방법으로 포커스 그룹 연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스 그룹은 흔히 각각의 개인을 따로 면담할 때보다 한 집단의 사람

들로부터 훨씬 더 빠르게 자료를 제공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설문조사

에 비하여 훨씬 더 간단하게 모집될 수 있다. 또한 자료 분석이나 결과를 빠

르게 산출 가능하다. 본 연구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근무 스케줄인 경우 간호사들의 출, 퇴근이 같아 집단별로 

모집하기가 편하고 여러 명의 집단이다 보니 개인면담 보다는 장소의 대여가 

용이하다. 또한, 설문 조사보다 자료의 수집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면이 있

어 포커스 그룹 연구로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가 응답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반응의 명료화, 후속질문 그리고 반응의 탐사를 위한 기회를 제

공한다. 응답자들은 집단의 연합된 노력으로 개인적인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정보, 통찰,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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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감정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은 쉽게 참여에 대한 자

극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개인 면담 보다는 친숙하

고 친밀한 분위기를 통하여 유연한 사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셋째, 포커스 그룹의 결과들은 복합적인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는 설문조사 

연구들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극도로 친숙하여 이해하기 쉽다. 

본 연구의 주제는 대상자들이 경력개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본 간호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토론주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수집,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대상자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포커스 그룹의 단점은 포커스 그룹의 모집이 실제적으로 가지는 편

의적 성격으로 인해 더 큰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유의하게 제한된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의 반응이 서로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일반화 되는 것

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포커스 그룹에 매우 지배적이거나 독선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이 그 구성원에 의해 왜곡 될 수 있다

(강종구 등,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그룹, B그룹, C그룹의 총 3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여 모집단을 키우고 그룹 토의 중 지배적이거나 독선적인 의견이 있다면 진행

자가 적절히 규제하고 화재를 전환하여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2) 연구대상의 선정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 병원 중환자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간호사 경

력개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하였다. 초급자는 발령 3개월 이상인 경

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근무 경력 1년 미만인 경우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초급자이더라도 근무 경력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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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본 연구의 IRB승인 날짜인 2019년 4월 19일 이후 2019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 간호사를 동시에 모집하였으며 공고문은 

내.외과계 중환자실 (MICU, SICU), 심장내과. 외과 중환자실(CCU, HICU), 신

경계중환자실 (NCU), 암병원 중환자실 (CAICU) 의 간호사를 중심으로 전달하

였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공고문에 쓰여진 연구 책임자에게 유선 연락하

여 연구 동의서를 확인 및 작성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경력 단계별 선정 기준은 연구 대상 병원 기준과 동일하게 정한하였고 예외

적으로 S병원이 경력개발시스템이 아직 정착과정에 있어 3단계 숙련가 단계까

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숙련가 단계의 대상자가 경력

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나 경험이 전문가 단계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4단계 

전문가 단계로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① 1단계 초급자 :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초급자 단계에 진급한 자

 ② 2단계 적임자 :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적임자 단계에 진급한 자 

 ③ 3단계 숙련가 :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숙련가 단계에 진급한 자

 ④ 4단계 전문가 : 근무 경력 7년 이상으로 숙련가 단계에 진급한 자로 대체 

 참여에 동의한 연구자 중에는 초급자 단계의 간호사 8명 , 적임자 단계의 간

호사 10명으로 두 단계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숙련가 단계의 간호사 5명이 지

원하였다. 경력개발 시스템 도입 기간이 5년 미만으로 4단계 ‘전문가’ 그룹

이 없기 때문에 3단계 ‘숙련가’ 단계의 대상자를 임상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4단계 ‘전문가’ 그룹은 실제 경력개발 단계는 3

단계 ‘숙련가’이나 임상경력 7년 이상의 간호사로 대체하였고 실제 연구에

서 숙련가 단계의 간호사 중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2명의 간호사를 전문가 단

계로 준하여 배정하였다.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 의견 차이, 단계별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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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참여 간호사들을 총 3개의 인터뷰 그룹(A, B, C) 으로 나누었는데, 각 

군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 군의 특성 상 근무가 맞는 대상자들로 한 그룹 

당 6명으로 하였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은 가능한 경력개발 시스템 단계에 따라 초급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가 각 그룹별로 고루 분포되게 하였다. 그 결과 A그룹은 초급자 2명, 

적임자 3명, 숙련가 1명. B그룹은 초급자 2명, 적임자 1명, 숙련가 3명, C그

룹은 초급자 3명, 적임자 2명, 숙련가 1명 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적고, 주제가 복잡하지 않아 다수의 대상자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창출하기 보다는 60분 동안 한 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충분하고 명확하

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그룹 당 6명의 소수의 인원이 되도

록 선정하였다. 개인의 근무지나 근무 환경, 임상경력, 또는 경력개발시스템

에 대한 개인의 의견 차이, 근무 환경의 차이를 최대한 제거하고, 동시에 주

A

군

대상자 A B C D E F

단계 초급자 초급자 적임자 적임자 적임자 숙련가

경력 1년2개월 2년 5년 5년 6년 11년

B

군

대상자 G H I J K L

단계 초급자 초급자 적임자 숙련가 숙련가 숙련가

 경력 1년5개월 1년5개월 4년 6년 9년 20년

C

군

대상자 M N O P Q R

단계 초급자 초급자 초급자 적임자 적임자 숙련가

경력 2년 2년 5년 6년 6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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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을 듣고자 연구 그룹을 총 A그룹, B그룹, C그룹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 당 6명의 대상자 수가 포함되므로 총 연구 대상자

의 수는 18명이 된다.

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5월1일~ 5월30일 동안으로 한 달여 동안 

총 3개 그룹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연구자가 아닌 제 3자

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5학기 재학생 선생님의 진행 아래 이루어졌고 본 

연구 책임자는 본 병원 중환자실 근무자로 연구 내용의 객관성, 이해상충관계 

제거를 위하여 현장 인터뷰의 녹음 및 내용기록, 연구 흐름에 도움을 주는 역

할 만을 이행하였다. 

 진행은 본 연구자가 미리 정해놓은 인터뷰 지침대로 이루어지며 소요된 시간

은 평균 60분 이었다. 장소는 녹음 상황을 고려하여 심장내과 중환자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인터뷰 전 각 참여자들의 소개 및 본 연구에 대

한 목적, 연구 참여 동의를 위한 설명 등이 이루어졌다. 

연구 절차는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인터뷰를 실제로 실시하는 단계, 그

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

구 목적을 중심으로 인터뷰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토론장소, 토

론 장비 등을 준비하였고, 연구 참가자들이 미리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인터뷰 일주일 전 연구 참가자들에게 질문지와 토론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지는 아래 표와 같이 krueger & Casey 

(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하여 도입부분, 전환부분, 주 질문, 마무리

질문의 4단계 종류로 세분화 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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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 시 질문 항목

* 질문은 1~4단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토의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

질문방식 시간 예상 질문 내용

도입 5분 경력 개발 시스템을 접해본 느낌, 경험 공유

전환 5분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확인, 문헌고찰

주요 40분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꼭 필요한 교육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장단점

실제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시행 전/후의 차이점

각 단계별 항목에 적절성에 대한 의견, 임상과의 차이

현재의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언

마무리 10분

- 요약하기

- 질의/응답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 면담 후 느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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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전사 한 후 중심의미에 따라 개념을 정리하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 

주제를 정리하여 하위범주, 범주로 통합해 나가는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전사 작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먼저 경력개발 시스템의 긍정적

인 효과, 제한점과 개선방안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 분리하였고, 각각에 표

현된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를 토대로 다시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링컨과 구바(Lincoln and 

Guba,1985)가 제시한 네가지 평가기준인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

능성을 적용하였다. 

 첫째,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가진 주제와 관련한 

편견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자 본인의 의견이 연구대상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연구자의 지인(국제보건 전공자)에게 인터뷰 진행을 의뢰하고 연

구자는 연구동안 참관만 하며 연구자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대상자의 진술

만 경청하였다. 이는 현상에 대해 접근할 때 무엇이 진실인가에 관한 연구자

의 모든 판단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 크레스웰(Cresswell,2007)이 밝힌 것이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둘째, 연구결과의 적합성(fittingness of findings)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공유하며 범주화와 내용분석이 잘 

되었는지, 연구자에 의하여 판단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를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째, 감시 가능성(aud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 



- 11 -

종료까지 사전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수행하며 자료 수집 과정, 결과 도출 과

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넷째,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 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딩된 자료들을 반

복하여 읽고 범주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하면서 박사과정 전

문가의 의견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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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1. 경력개발 시스템의 개념과 역사

 

1) 경력개발 시스템의 개념 

 경력개발시스템이란 간호현장에서 임상적 경험, 기술, 역량, 전문성, 교육등

의 수준에 따라 간호사의 등급을 구별하고 각 임상등급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

여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을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uchan,1999). 

 1970년대 미국에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의 원인을 업무환경에 대한 간호사들

의 불만족이라고 보고 전문직인 간호사들에게 개인의 임상간호 능력, 전문성

과 책임감의 증가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유능한 간호사를 보유하기 위해 개인적 역량에 따라 각 임상

간호 수준 향상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안하면서 경력개발시스템

의 기틀을 제공하였다(Lysaught,1970).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임상등급(clinical ladder)'이라는 이론

상의 기초적 개념을 제안한 사람은 Zimmer(1972)로 이는 간호사의 성과를 인

정하는 임상승진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목적을 ’실무의 탁월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간호사의 성과를 인정하는 임상승진제도(clinical 

advancement system)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 경력 있는 간호사들의 보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력 있는 간호

사들에 의해 환자 및 가족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 할 때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임상등급의 실행 만으로는 간호사의 보

유율이나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대신 공식적인 교육활동의 지원 및 

전문적 행정적 보상체계, 각 병동에 기반을 둔 임상전문가인 간호 관리자, 병



- 13 -

동기반의 작업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가인 Del Bueno(1982)는 임상등급을 ‘환자간호를 하는 간호사

들에 대한 평가와 개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도로 만들어진 기준의 위계질

서’ 라고 말하며 임상승진제도가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에게 동기를 부여

하고 간호사의 임상기술을 증진시키고, 간호사들이 임상에 남아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밖에도 간호경력개발시스템을 ‘임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경력의 인정과 보상의 수단(Huey,1982)', '전문직 간

호사가 다양한 실무 수준에서 특정 기술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 보일 때 보상

해주는 체계(Opperwall, Everett, Altaffer(1991)'라는 정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간호사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여 간호

사의 경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간호사들을 임상경험, 교육경험 및 간호역량 수

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하는 체계로서 간호 

조직 내의 인사 관리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시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1980년에 경력개발시스

템이 개발되었고 영국에서는 1988년 경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Helifax에 

소재한 Victoria General Hospital에서 역량에 기초한 4단계 실무수준을 반영

하는 캐나다 임상승진 모델을 개발하였고, 임상간호사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임상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Mackay, 

Gratham, Ross, Brown & Beanlands, 1990). 이 임상 성과평가 프로그램( 

Clinical Performance Appraisal Program : CPAP ) 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6개

의 범주, 즉 간호과정, 의사소통, 교육, 리더쉽, 연구 및 전문직 개발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렇듯, 경력개발 제도는 유능하고 경험 있는 간호사들을 보유, 간호사들의 

전문적 발달을 도모, 간호의 질 향상 및 향상된 간호사의 임상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유능한 간호사를 역할 모델로 임명하고 그들을 다른 동료간호사

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잠재적인 기능을 한다(Burket et al. 2010). 동시에 유

능한 간호사들을 어린 간호사들의 역할모델로 세움으로서 다른 어린 동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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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위원회 참여,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Fardellone, Musil, 

Smith & Click, 2014).  

2)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 방법

 Zimmer는 임상간호사의 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하였고 초보단계, 중간단계, 

숙련단계 등급 간 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Benner(1982)의 경우 임상간호사의 단계를 임상 기술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

었고 그의 이론 ‘From novice to expert'에서 1980년 Stuart Dreyfus와 

Hubert Dreyfus가 개발한 기술 습득 모형을 간호사의 간호실무능력 단계에 적

용하고 간호사의 능력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따라 초보자, 진전된 

초보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의 5단계로 나누어 임상간호사의 경력단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Benner의 경력단계모형은 경력개발시스템의 중요

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금도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경력개발시

스템의 단계 틀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경력개발시스템 운영방법은 

Benner(1982)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Benner와 Dreyfus는 

Dreyfus(1980)의 기술습득 모형을 간호에 적용하여 간호사가 초보자, 상급 초

보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의 다섯 단계를 거쳐 임상적 지식과 간호 실무

가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미국의 Inova Health System에서는 Benner(1982)의 

이론에 근거하여 간호사 경력개발 프로그램인 ADVANCE (Acheivement, 

Demonstrating, Versatile, Accomplishments of nursing Clinical 

Excellence)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의료

기관에서도 대부분 Benner(1982)의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개발시스템의 시스템

을 구축 및 시행하고 있다. Benner는 경험과 직관은 간호사의 탁월한 역량 및 

간호기술은 오랜 시간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간호하는데서 얻어지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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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함으로써 복잡 미묘한 상활을 조기에 인

식한다고 하며 Dreyfus와 함께 “From Novice to Expert" 에서 기술 습득 모

형을 5단계를 밝혔다. 기술습득모형 5단계는 초보자단계, 상급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전문가로 나누어지며 추후 Benner와 동료들은 초보

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 대한 실무 적용을 통해 초기의 기술습득 모형을 

정련화 시켜왔다. 다음은 각 5단계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다.

2-1) Benner의 기술습득모형 5단계 

(1) 1단계 초급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상황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관한 객

관적 특징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행동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체맥락이 배제된 규칙이나 절차 혹은 지침을 따

르지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이 가장 관련이 있는 적절한 것인가를 규칙이 가

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을 초보자 수준으로 보았고, 직접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 

역시 초보자 단계로 보았다.

(2) 상급 초보자 단계

 이 시기는 반복적으로 의미있게 일어나는 상황적 요소를 지적하고 잘 대처한 

경험이 있는 단계로 여겼으며, 상황의 여러 모습들을 이해하는데에는 이런 상

황들에 대한 선행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여전히 임상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우선 순위정하기, 다른 양

상들간의 중요성을 구별하는 임상적 판단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단계는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의 기술 수준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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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능한 단계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직화 하면서 시

간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제시되었다.

숙달의 느낌과 많은 임상적 돌발 사건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시기로 보았다. 현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고, 

분석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는 단계로 

보았다.동일 또는 유사 현장에서 2- 3년간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실무 수준

으로 보았다.

(4) 숙련 단계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직화 하면서 시

간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제시되었다.

숙달의 느낌과 많은 임상적 돌발 사건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시기로 보았다. 또한,현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고, 분석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는 단

계로 보았다. 동일 또는 유사 현장에서 2- 3년간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실

무 수준으로 보았다.

(5) 전문가 단계 

 상황의 어떤 측면만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

의 전체로서 인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경험에서 터득한 전망으로부터 전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국 이런 총체적 이해력 또는 파악력이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Maxim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상황에 대한 깊은 지각이 선행되는 것을 뜻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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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정확하게 문제의 지점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보았다. 숙련된 업무능력은 유사한 환자군에서 3- 5년간 일을 한 간호사들에

게 타난다고 하였으나, 이들도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유능한 단계나 초보자 단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Benner의 동료인 Tanner와 Chesla(1992,1996)이 대표적인 학자로, 기술 습득 

모형을 임상에 적용할 때, 직접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없는 간호학생 수준의 

초보자 단계를 제외하고 상급 초보자 단계를 신규간호사에게 적용하였고, 동

일 분야에서 2~3년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유능한 단계, 동일 분야에서 

3~5년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숙련가 단계, 동일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전문가 단계로 분류하여, 경력단계를 4단계로 정

련화 하였다. 그 밖에도 Benner의 모델을 활용하여 경력단계별 간호역량에 따

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Varney, 1983), 개발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수준을 차별화 하기 위해 Benner의 모델을 활용하여 각 

수준별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간호사의 단계를 구

분하였다. (Mcgregor,1990).

 실제 미국 내 병원 50%이상이 경력 4단계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고 

(Murray1993), Goodloe등(1996)도 경력단계의 기준은 4단계가 적절하다고 말

했다. 다음은 Benner가 제시한 경력 단계를 4단계로 정련화 하여 분석한 것이

다(Benner, Tanner & Chesla, 1992; Tanner & Chesla 1996; Benner, 1999).

2-2) Benner의 이론에 근거한 임상경력개발 4단계

(1) 상급 초보자 단계 

환자 상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나 실무는 조직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

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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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배제된다.환자의 상태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인 문제를 볼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간호이론과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원리에 의존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집중

하지는 못한다.

(2) 유능한 단계

 증대된 임상에 대한 이해, 기술적 숙련, 조직능력, 사건의 경과를 예상하는 

능력 등을 갖추게 되며 일의 완성도 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과학적 지식과 임상적 이해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경험적 

지혜, 윤리적 관심사와 임상적 관심사를 통합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3) 숙련가 단계

상급 초보자나 유능한 단계와는 달리 일단 진입하면 거의 대부분 경험의 축적 

및 전문가로서의 이행단계라고 보았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지각능력을 갖추게 되고, 경험적 학습에 기초한 

질적으로 다른 임상상황에 임하는 방식이 대두된다. 

(4) 전문가 단계

 전문가의 실무는 핵심 문제를 아는 것과 상황을 유동적이며 연속적으로 보고 

환자가 어떤 사람이며, 반응양식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 환자를 안정시키

는데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인간적인 관심사에 주목하는 전문적인 돌봄의 실

무가 특징이다.전문가들은 개별 환자 집단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관한 실무 지

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환자와 그의 담당 간호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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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지원해 주는 등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국내 대부분의 병원들도 위 4단계를 기반으로 각 병원의 특징에 맞춰 변형한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

는 서울 소재 S병원도 마찬가지로 Benner의 이론에 근거한 4단계에 맞춰 간호

경력개발단계를 정하였다. Goodloe(1996)은 임상경력개발시스템 적용의 효과

를 평가하는 시기는 보통 제도를 적용한 후 18개월에 이루어졌으며 적용 중에

도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사항을 평가하고 일부를 수

정, 보완한다고 하였다. 

3)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야 일부 기업에서 경력개발시스템을 적용하

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장금성(1999,2000)은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사 임상경력 개발 시스템 모형 구축에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

다. 국내의 경우 장금성(2000)은 간호사의 경력단계를 Benner(1984)가 활용한 

Dreyfus기술 습득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간호현실에 맞게 병원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의 실무 시작을 초보자 단계로 규정하였다. Benner의 상급 초보자 

단계의 일부 내용들을 초보자와 상급 초보자 단계로 분리하여 재구성하면서 

전문가 단계를 제외한 초보자 (입사 후 1년), 상급 초보자 (2~3년차), 유능한 

단계 (4~6년차), 숙련가 단계 (7년차이상)으로 구분하여 4단계의 임상경력개

발 모형을 구축하였다. 대한간호 협회는 1단계 (경력2년 이내), 2단계 (경력2

년~5년), 3단계(경력 5년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한영희, 2015), 대부분의 국

내문헌도 장금성의 경력4단계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장금성의 연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경력 단계가 높아질 수 록 간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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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질 향상 활동, 전문직 자아개념, 교육 참여도가 높았고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증가 및 이직의도 감소를 보였다는 선행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김명숙&박성애, 2012;김명숙,2012; 민아리&김인

숙.2013;채세나 등,2015) 그 외에도 경력개발 제도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임상 

실무가 향상되고 승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서 조직과 간호사로서의 경

력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박광옥&이윤영, 2010; 박광옥

&이명선;2011. 김현영.2010)

 이 중 국내 병원의 경력개발 제도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권인각 

등, 2007) 각 경력단계마다 이수해야 할 선행학습과 추천학습이 있음을 제시

하였다. 경력단계별 선수학습은 1단계에서는 신규간호사 예비교육, 2단계에는 

기본 심폐소생술, 병동별 진환 검사간호,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 3단계는 프

리셉터 기본과정, 중환자실은 중환자 기본과정과 전문적 심폐소생술, 4단계는 

프리셉터 공통과정, 조직 리더십, 중환자실은 중환자 중급과정이 있으며, 추

천학습으로 1단계는 기본 EKG의 이해, 임상생리1, 2단계는 임상약리, 신체사

정(기본) 이 있으며, 이런 경력단계별 간호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제공으

로 임상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적인 간호실무의 발전,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간호사들은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

고 승진한 간호사들은 전문적 성장과 질 높은 환자 간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게도 자기개발과 전문적 성장에 긍정적

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Ko & Yu, 2014) 

 하지만, 경력개발 시스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간호사들이 기대하는 효

과성을 파악한 연구(정수원,2003)등 개념 및 도입방안 제시 연구, 시행의 필

요성, 경력개발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비해 실제로 각 

병원에서 경력개발 시스템을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도입하기 까지

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는 행정적 지원의 부족, 보상체계에 대한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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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인각 등, 2007).

 또한, 간호사들은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이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방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의료 기관에서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고 적극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인오, 

2010; 채세나 등, 2015). 또한 경력개발 제도 도입 시 심한 스트레스, 경쟁적

인 분위기 및 위화감 형성과 불공평한 심사에 대한 걱정, 승단 심사와 자격유

지 탈락으로 인한 위축, 근무의욕 저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적용 후 반드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 및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명애,2007).

 

2. 국내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현황

 

1) 국내 병원들의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 현황 

국내에서는 2003년, 2004년에 두 개의 상급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경력개발 시

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고, 각 명칭은 다르나 현재 그 외에도 많은 병원

에서 도입, 적용중이다. (채세나 등, 2015). 우리나라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

개발 제도는 간호전달체계의 향상,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 경력 간호사의 

보유 및 임상 전문 간호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특정 부서 혹은 전

체 병원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권인각,2007)

 국내의 초창기 경력개발 도입병원인 A병원은 2004년 경력개발 시스템 도입 

당시 2200병상 규모였고 2007년까지 CN1부터 CN4 의 4단계를 모든 병동에 확

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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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A병원의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A병원

명칭 경력단계(Career Ladder)

단계 4단계(CN1, CN2, CN3, CN4)

시행 경과 

및 현황

*시기별 적용 부서

2004년 일부병동, 수술장, NICU

2005년 CN2 전 병동 확대 실시

2006년 CN3 실시

2007년 CN4 실시
단계별 정원 승진비율 제한 없이 개방 운영

 

운영

특성

1단계

*명칭: CN1

*최소 경력: 입사2년 미만간호사

*선수학습 

공통 : 신입간호사 예비교육

간호상황 모범사례 3개

* 추천학습 : 기본 EKG, 임상생리1

* 승급: 입사 시 CN1단계

2단계

*명칭: CN2

*최소경력: 입사 2년 이상

*선수학습 : CPCR(공통), ICU 간호과정(ICU), OR 간호과정

(OR), 병동별 질환, 검사간호(병동)

*추천학습: 임상생리2, 임상약리, 신체사정(기본)

*보상: 인센티브 지급 

3단계

*명칭 : CN3

*최소 경력 : 입사 4년 이상

*선수학습 : preceptor기본과정

*추천학습 : 최신간호동향, 간호 질 향상

*보상 : 인센티브 지급

4단계
* 명칭 : CN4

* 최소 경력 : 입사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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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한 B병원의 경우는 단계별 명칭을 신입, 일

반, 전임1, 전임2 으로 하였고 두 병원 모두 각 단계별 운영특성, 승급지원 

및 심의 process, 심사주기, 유지심사, 프로그램 평가 등을 정하여 임상 간호

사에게 경력개발시스템을 적용하였다. 

<표 4> 국내 B병원의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현황

* 선수학습 : 교육기법(석사졸업 인정), 조직 리더십

* 추천학습: 상담요법, 신체사정(고급)

* 보상 : 인센티브 지급
승급

심사 주기
1년 2회 심사, 탈락 시 6개월 후 재 지원 가능

유지 심사 추후 도입예정

간호사들이 

보고한 

적용효과

QI, 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 증대

필수, 추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증

가

구분 B병원

명칭 경력개발제도(CLS)

단계 4단계 (신입, 일반, 전임1, 전임2)

시행 경과 및 

현황

*시기별 적용 부서

2003년 수술장, 중환자실 대상 4단계 시행

2004년 응급실 4단계 시행

2008년 일반 병동 확대 : 처음부터 4단계 모두 시행

단계별 정원 부서별로 정원 비율 설정해 운영

 

운영특성

1

단

계

* 명칭 : 신입 간호사

* 최소 경력: 입사 1년미만 신입간호사

* 선수학습: 신압간호사 예비교육

* 승급 : 예비교육 종료 후 자동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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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계

* 명칭: 일반 간호사

* 최소 경력: 입사 1년 이상

* 선수학습 : BLS

* 보상 : 없음

3

단

계

* 명칭 : 전임간호사

* 최소경력: 입사 3년 이상

* 선수학습

: 중환자 기본 +ACLS (ICU)

Laser안전교육, 수술장 재직교육(OR)

- ACLS or ATLS (ER)

* 보상 : badge패용, 인센티브지급

4

단

계

* 명칭 : 전임간호사2

* 최소 경력: 입사 5년 이상

* 선수학습 

preceptor 과정 (공통)

중환자중급과정 혹은 임상간호대학원 4학기수료 (ICU)

수술간호과정, 수술장 재직교육(OR), 응급간호과정 (ER)

* 보상 : badge 패용, 인센티브지급
승급

심사 주기
1년 2회 심사, 탈락 시 6개월 후 재 지원 가능

유지 심사 

전임1,2 : 6개월마다 관리자 평가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전임2 : 매 1년마다 portfolio 발표 및 인사위원회 심사. 심

사 시 현장관리자 참여

간호사들이 

보고한 

적용효과

간호업무에서의 전문성 확대, 안전간호, CS 등 간호개선 활

동 활성화

전임간호사의 동기부여

전임간호사의 위원회 활동 활성화

강의, 교육 등 전문성 향상 활동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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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병원의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 현황

 S 병원의 경우 2015년부터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현재 특수부서 내.외과계 중환자실 (MICU, SICU), 심장내과. 외과 중환자실

(CCU, HICU), 신경계중환자실 (NCU), 암병원 중환자실 (CAICU) 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력개발 승단 신청은 연 1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의 승단은 2년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

출해야 할 신청서에는 경력승단 지원서, 포트폴리오, 간호역량 자가평가 체크

리스트, 활동 보고서가 있고 2단계(적임자) 이상부터는 교육역량 보고서 가 

포함된다. S병원의 경우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회의를 

통해 경력개발 시스템을 임상 시스템에 맞도록 변형,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3단계 숙련가 단계까지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중환자실에

만 시험적으로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2019년 현재 중

환자실을 제외한 특수부서, 일반 병동에 까지 확장 예정에 있다. 

2-1) 경력 단계별 명칭과 개요

<표 5> S병원 간호경력개발 시스템 개발 개요1

단계 1단계

명칭 초급자

직무개요
담당 간호사로 일상 간호업무를 간호표준을 

준수하여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최소 경력 발령 3개월 후 

지원 가능한 최소 호봉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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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의 계속

단계 2단계

명칭 적임자

직무개요
상급 간호실무와 교육 및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최소 경력 25개월 이상

지원 가능한 최소 호봉 5급

 지원 자격 1단계 필수교육이수

단계 3단계

명칭 숙련가

직무개요

질 향상활동, 간호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고 일반 간호사의 role model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최소 경력 49개월 이상

지원 가능한 최소 호봉 4급

 지원 자격 2단계 필수교육이수

단계 4단계(현재 연구단계에 있음)

명칭 전문가

직무개요

임상 전문가로서 하위 단계 간호사들의 임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지도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최소 경력 73개월 이상

지원 가능한 최소 호봉 3급

 지원 자격 3단계 필수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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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력 단계별 역할수준

<표 6> S병원 간호경력개발 시스템 개발 개요2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

칭
초급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

필

수

교

육

중환자 공통역량 
중환자 

공통역량 

중환자 

공통역량 

중환자 

공통역량  
심전도 감시

혈역학적 감시

인공 호흡기 

적용환자 관리

CRRT적용환자관리

중환자 기본사정

책임간호사 

역량

연구 등 

기획관련 역량

부서별 특수역량
부서별 

특수역량

부서별 

특수역량

부서별 

특수역량

자

기

개

발

프리셉터 교육

스트레스 관리

리더쉽,문제

해결 능력

교육기법

2년 안에이수

간호연구방법론

코칭기법

2년 안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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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용대상 및 승단과정

<표 7> S병원 간호경력개발 시스템 개발 개요 3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

승단

방식

조건부 승단

필수교육 이수

핵심간호역량평가

특수간호역량평가

자율지원 자율지원

승단

심사

항목

지원서

포트폴리오

특수간호역량평가

핵심간호역량평가

간호역량자가평가

지원서

포트폴리오

시험, 면접

특수간호역량평가

핵심간호역량평가

간호역량 자가평가

지원서

포트폴리오

시험, 면접

특수간호역량평가

핵심간호역량평가

간호역량자가평가

심사 

시기
승단 연1 회 승단 연1 회 승단 연1 회

심사

방법

1차:파트장

2차:승단심사위원회 

1차:파트장

2차:승단심사위원회

1차:파트장

2차:승단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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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병원 간호경력개발 시스템 개발 개요 4

3.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 및 문제점

1)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

 1990년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의 가장 큰 효과는 간호사 

보유, 생산성 향상, 직무만족 향상 등으로 보고되었으며(Buchan, 1999) 1990

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보고서가 한 병원의 경험적 사례연구에 불과하여 제

도의 성공을 지지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Shapiro(1998)에 의하면  

실제 경력개발시스템 도입 후 미국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 증가(Bjork et 

al.2007;Paplanus et al.,2014), 간호역량 증가 및 전문적 발달을 보였고

(Pierson,Liggett&Moore,2010), 간호의 질도 향상하였다(Fardellone & Click, 

2013). 또한 경력개발시스템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유능한 간호사 

보유율을 증가시켰으며 (Allen et al., 2010; Owens & Cleaves, 2012; 

Pierson et al.,2010),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Allen et 

al, 2010).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

칭
초급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

자

격

유

지

조

건

1단계 

특수간호 

역량평가

2단계 특수간호 

역량 평가 pass

프리셉터 수행

전문 간호과정중 

택1/년

3단계 필수교육 

중 택1/년

전문 간호과정 

중 택1/년

3,4단계 필수교육 

중 택1/년

중간 관리자교육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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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례

 Goodloe(1996)은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단계에 따라 기대되는 실

무수준, 직무기술은 명시되어 있지만 전문성 개발의 틀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임상간호사의 경력개발 단계가 너무 많고 포트폴리오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간호와 관련된 실무영역을 포함하여 제도의 틀을 재정립 하고 

경력개발 단계를 4단계로 줄였을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간편하게 만들면서 

동료평가와 자가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Glenn과 Smith(1995)는 4단계의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

러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제도를 수정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단계별 업무 수행능력이 차별화 되지 못했고, 상위 단계에서 간호사의 수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점, 간호사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

려운 점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해야 하고 판단의 기준을 통일하고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비록 이 제도가 변화하는 건강전달체계에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제

도 시행 시에는 간호사에게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Del 

Bueno(1982)도 임상경력개발시스템 시행하고자 할 때에 운영에 드는 총 비용

과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방법에 있어서 잠재적인 문제점

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경력단계에 따른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 생각은 앞서 말한 Zimmer(1972) 또한 지적

한 바 있다. 경력개발시스템의 대표적 연구가 Buchan(1997)도 마찬가지로 경

력개발 등급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능력 수준에 따른 임금의 범위가 있다고 말

하였다. 하지만, 경력개발 제도에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실제 경력개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서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그들의 요구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 및 운영하여 간호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도 있다. 1980년대에 경력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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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평가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중단하였던 

MetroHealth Medical Center의 경우 2003년 간호사들의 건의로 본 제도에 대

한 재도입이 시행되었는데, 승급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보다 전문성 개발을 위

한 기회를 더 원하는 간호사들의 요구도에 따라 자율 지원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경력개발시스템이 운영되었던 사례도 있다. (Fusilero, Lini, & 

Prohaska, 2008)

 또한 프로그램 설계 및 검토과정에 실제 임상간호사들을 참여시키고 적절한 

보상과 끊임없는 경력개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연구에 

따라(Jordan, 2015; Warman et al.,2016) 다수 의료기관에서 경력개발시스템

를 검토 및 수정하였는데 경력개발시스템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전문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활동의 선택사항을 늘려줌으로서 간호사의 요

구충족 및 리더십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경력개발 제도의 참여율과 간호사 

보유율 증가를 보였다.(Warman et al.,2016) 

 경력개발 시스템에 간호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 지원 접수를 

없애고 상시 지원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서 경력개발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나아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포트폴리오를 간호사화 하기 위해 환자 간

호 관련 자료를 없애고 관리자의 추천서 및 동료간호사들의 평가, 본인의 최

근 간호역량 평가 및 교육활동 이력과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간

단한 발표 혹은 문서화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함으로서 지원과정 중 과도한 서

류준비가 줄어들었고, 궁극적으로 승단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져 간호사들의 

보유율 증가,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결과도 있다. (allen et 

al.,2010) 

3) 국내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들이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이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방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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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인

오,2010; 채세나 등, 2015). 또한 경력개발시스템 도입 시 심한 스트레스, 경

쟁적인 분위기 및 위화감 형성과 불공평한 심사에 대한 걱정, 승단심사와 자

격유지 탈락으로 인한 위축 및 근무의욕 저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므

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적용 후 반드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

완 및 개선해 나가야 한다. (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명애, 

2007)

 우리나라에서도 개념 및 도입방안 제시 연구가 여러 차례 시행되어 전반적인 

개념의 도입이나 시행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었으나 실제로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간호사의 인식조사 

그리고 실제 이를 적용한 병원에서의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

만 이는 보통 제도 적용 후 18개월 이후에 실시되며 (Goodloe 등,1996)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특수 부서에 한정되어 있거나 전체 

단계중 일부만 적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권인각, 성

영희, 박광옥, 유옥수, 김영애, 2007)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아

직까지 국내 병원들의 간호경력개발시스템 도입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변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경력개발시스템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원을 포함한 지지적인 조직문화와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간

호사들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간호사례 및 포트폴리오, 이를 도와줄 지지체계

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임상경력 개발시스템에 대한 장점들이 

부각되어 있으나 사실 현재 간호사들은 임상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낮은 인식

을 보이고 이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방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업

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인오,2010‘채세나 등, 2015)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경력개발 시스템 시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필수교육, 승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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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격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권인각,2007)

 따라서 앞으로의 후행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경력개발시스템을 경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본 제도에 대한 인식도,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점을 개선하여 국내 병원 실정에 맞는 경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호의 질 

향상 및 임상 간호사들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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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개념들로는 자기개발 욕구, 만족감과 성취감, 차별

화, 자신의 경력확인, 간호역량 확인 등 총 5개의 개념들이 나왔고 이는 내용

의 연관성에 따라 자기개발욕구, 경력의 인정, 자신의 이력과 간호 역량 확인 

등 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적효과, 외적효과의 2개의 큰 범주

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었다.  

1. 내적 효과

<표 9>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내적 효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같은 근무 연차인 간호사라도 경력개

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필수교육

을 이수하여 승단을 하게 되면 동기

들 간에도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승단에 대한 욕구가 있음.

자기개발 욕구

내적 효과

경력개발 시스템 단계에 따라 배지의 

색을 다르게 함으로서 단계별 차별화

를 두어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

낌을 받을 수 있음.
경력의 인정

타 부서 사람들이나 타 직종 간에도 

한 사람의 경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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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개발 욕구

 경력개발시스템에는 각 부서별 필수교육, 단계별 필수교육 등 승단을 하기 

위하여 들어야 하는 교육들이 각 단계별로 선정되어 있으며 승단을 위해 필요

한 조건들이 정해져있다. 같은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단에 필요한 

조건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단이 어렵다. 예를 들어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지, 

중환자 간호과정, WOCN(상처장루관리간호)과정 등을 이수하였는지 등, 단계별 

승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료 간호사들이 모두 승단을 준비하고 승단이 되었

다면 스스로 도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동료들과 발맞춰 가기 위해 승

단 준비를 하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저는 이번에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기간에 일이 있어서 이수를 못했거든요, 다

음에 승단하면 되긴 하지만 제 동기들은 다 이번에 승단을 했는데 저만 승단식에 

서 빠지게 되니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 쑥스럽더라고

요” (대상자 O)

 “ 승단 안하고 싶어도 옆에서 승단 준비를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력개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경력개발 할 생

각이 없어도 안하면 남에게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저번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서 승단이 안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교육 날짜를 챙기게 되더라고요. ”

(대상자 D)

2) 경력의 인정

 2-1) 만족감과 성취감

 현재 S병원에서는 경력개발 승단자에게 포상으로 배지와 승단장을 수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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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지는 적임자 단계부터 지급하며 적임자는 초록색, 숙련가는 보라색 

배지를 수여받는다. 수여받은 배지는 직원들의 명찰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데, 배지의 색을 다르게 함으로서 승단한 간호사들에게는 경력 및 역량을 인

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받을 수 있다. 

“ 처음에는 배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착용하고 있으니 뭔

가 만족감이 있더라구요, 승단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팀장님이나 주변 선생님

들의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대상자 B)

“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야? 라고 관심을 표현하며 경력개발 시

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제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랑스럽기도 했어요.”(대상자 D)

  2-2) 차별화

  경력개발 단계에 따라 색이 다른 배지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이나 간

호역량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타 부서 근무자나 타 직종 

근무자 등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또는 협업을 할 때에 말하지 않아도 자

신의 이력이나 경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다. 

 “ 종종 배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타과 의사선생님이 협진

을 보러 오셨는데‘이건 뭐에요? 오, 보라색이면 선생님 경력 많은 선생님이시네

요~’라고 말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저에게 환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조

금 더 자신의 의견을 저와 공유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대상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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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겉모습으로는 경력을 잘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검사실 간호사 선생

님들도 시술이나 검사를 할 때에 저랑 제 동료가 같이 있어도 제 배지를 보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고 처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상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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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적 효과

<표 10>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외적 효과

1) 자신의 경력 확인

  승단 신청은 연 1회 진행되며 승단을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음 단

계의 승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포트폴리오 작성 시 1년 동안

의 교육이력, 대외활동, 대내활동, 프리셉터 경험 등을 적어가며 본인의 이력

이나 경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때 본인이 지금까지 이수했던 

교육들을 리뷰해보며 부족한 교육이나 필요한 교육들을 확인 할 수 있고 경험

이나 대외 활동들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 솔직히, 제가 1년~2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 경력개발을 위해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올 해 들었던 교육이나 이력들을 정리 해 

개념 하위범주 범주

경력개발지원 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력이

나 경력을 확인 하며 다시 한 번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자신의 이력과 

간호 역량 확인
외적 효과자신의 근무 경력에는 어떤 간호역량

이 기대되며, 다음 단계 승단을 위하

여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고 필수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부족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강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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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느낌이라 좋아요.” (대상자 P) 

2) 간호역량 확인

 

 승단 신청 시 경력개발체크리스트 문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경력단계에서 어

느 정도의 간호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승단 신청 시 신청서에 본인의 포부, 다짐을 적어봄으로서 앞으로 승단 

후 자신이 부서 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 승단 신청 할 때 적는 체크리스트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정도 

경력이나 이정도 단계에서는 부서 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시되

어있으니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겠구나 깨닫기도 하고 승단 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할 때에도 앞으로 어떤 역량

을 갖춘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적어 보니까 개인 성찰의 기회가 돼요.”(대상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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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들은 총 18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졌고 승단기준 

모호, 활용의 제한, 승진과정의 중복,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 교육내용의 제

한, 업무과다, 인지도부족, 보상문제 등 8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

로 제도적요인, 내용적요인, 개인적 요인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1. 제도적 요인

<표 11>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 제도적 요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승단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체

크리스트의 내용도 광범위 함. 부서별 비

율을 정하여 경력 순으로 승단이 진행 되

는 경향이 있음.  
승단 기준 모호

제도적 

요인

자격 유지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격 유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타 부서로 이동하였을 때는 활용도

가 낮음.

활용의 제한
각 병원마다 경력개발시스템이 다르기 때

문에 대외적으로 승단을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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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의 계속

1) 승단 기준 모호

  승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확인하기

가 어렵다.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도 평가 기준이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교육 이력과 프리셉터 경험이 있어도 한쪽은 승

단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경력이 높은 간호사가 승단을 하게 된

다. 대외활동이나 교육이력, 지원서에 따른 평가로 승단이 되기보다는 각 해

마다 부서별로 단계별 승단 인원이 있으며, 경력이 높은 순에 따라 승단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승단기준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각 해마다 부서별로 몇 명 기준으로 필수 

항목들만 이수하면 발령이나 경력 순으로 합격시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요.”(대상자E)  

 

 " 체크리스트도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서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

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대상자 D) 

개념 하위범주 범주

병원의 승단과 승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

에 중복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 스트레스

와 부담감이 심함.

승진 과정의 중복
제도적

요인
승진과 승단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승

단, 승진 상태를 보고 경력이나 역량을 평

가하기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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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의 제한

 현재 S병원에서는 시스템의 전 병원 확대 예정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환자

실만 경력개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경력개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

는 병원 내 타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경우나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경력개발시스템 단계가 연계되지 않는다. 또한 타 병원 이직 시 이직한 병원

에서 경력개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각 병원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개발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

이 제한된다. 

“ 지금은 시범적인 부분이어서 그런지 아직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만 적용되

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로 이동했을 때에는 활용도가 적어요. 그리고 각 병원

마다도 제도가 다르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내 이력이 인정은 안되는 것 

같아요” ( 대상자 R)

 3) 승진 과정의 중복

  S 병원은 승단 이외에 간호사들의 호봉과 관계된 승진 시험을 진행하고 있

다. 승진 시험의 경우 각 급수별 시험과 3급 이상부터는 토익점수나 면접이 

추가된다.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로 연1회 시행되며 시행 시기는 승단 신청기

간과 비슷하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승진과 승단을 동시에 준비해

야 하는 경우가 많고 두 제도 사이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준비를 하

는데 부담이 된다.  

 “승진도 해야 하고 승단도 해야 하는 해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작

년에 그랬는데 승진시험도 준비하고 승단서류도 준비하려니 너무 업무가 많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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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요, 승단 몇 단계 이상이 되어야 승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던

지, 승진 시험에 승단 시험도 포함하던지 이렇게 연계가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대상자 C)

 " 다른 병원들은 승진이랑 승단이 합쳐진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

터 경력개발과 승진을 같이 하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번거

로워요. (대상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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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요인

<표 12>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 내용적 요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실제 업무에서 평가되는 간호역량과 승단 

단계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 간의 차이가 

있음.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

내용적 

요인

각 부서별로 요구되는 간호역량이 다르고 

실제로 승단을 한 경우에도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달라지지 않음. 

필수 교육들이 임상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간호역량을 키우기에는 제

한적임. 교육 내용의

제한

교육이 대부분 강의 형식이라 실제 대외활

동이나 대내활동의 기회가 적음.  

승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음.  

업무 과다

병원 전산 시스템 (ESS)에 있는 내용을 중

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이력들이 있음. 

필수 교육들이 교대근무를 하며 듣기에는 

장시간이고 업무에 지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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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

  

  실제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간호 역량과 승단 단계에서 요

구하는 간호 역량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 각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처치, 시술은 잘 준비하고 보조 할 수 있는지 부서 별로 일어나는 특수한 이

들에 업무 처리 속도나 업무 처리의 탄력성, 융통성을 판단하는 항목 보다는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자가 평가의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승단 결과가 현재 개인이 부서 내에서 맡고 있

는 업무의 중증도나 중요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 평가 기준이 전 부서 다 같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저는 숙련가인데 숙련가에 필요한 자질들이 거의 차지(책임간호사)의 역

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새로운 시술이

나 중증도의 처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업무적

으로 차지의 역량이 될 때 그때 승단을 해야 하는데, 임상과의 괴리감이 있어

요.”( 대상자 J)

 "승단 체크리스트도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이 역량을 갖춘 것 같다 생각하면 5점에 체크할 수도 있어서 

좀 임상역량 평가에 부족하고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아

요. 액팅을 보다가 차지로 올라가지 않아요. 숙련가여도 부서에서 경력 순서

가 낮으면 계속 액팅만 하거든요.“(대상자 P)

 

2) 교육 내용의 제한

 

 각 단계별 필수교육 이나 부서별 교육 내용은 대부분 앉아서 듣는 강의의 형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환자실 특성 상 환자 침상 옆에서 이루어지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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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시술 등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부분도 교

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이 전문성 개발에만 초첨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적임자나 숙련가의 경우 자가 체크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지도자적 자질

을 갖추고, 윤리적 가치 향상, 협력, 환자 지향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나 

병동의 업무 상황을 살피는 시야를 넓히고, 시키는 등의 교육은 미비한 실정

이다. 그리고 삼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특성 상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는 번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연차의 간호사는 대외활동을 지

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제시되어 있는 필수교육, 부서교육들이 너무 이론적인 경향이 있어요. 저

희는 중환자실이라 처치, 시술도 엄청 많고 다양한데 경력개발단계 교육내용

에 PCPS를 삽입하는 경우, PD 카테터를 넣는 경우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교

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체크리스트에 보면 지도자가 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 환자와 병동의 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대상자 I)

 " 대학에 다닐 때에는 간호사가 되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다양한 곳에 가서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보건교육도 해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 병원에서 일

하게 되니 번표에 제약도 많고 재미있는 교육이 없어요“ (대상자 G)   

  

3) 업무 과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보니 경력개발 시스템

을 위해 듣는 교육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표현하였다. 승단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는 지원서, 포트폴리오,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 활동 보고서, 교육역량 보고서 등이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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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력, 교육사항, 업적 등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내용면에서 현재 병원 인사관리 

시스템 (ESS)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교육이력은 대부분 인사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 학점이나 이수 내용들을 다시 적는 것

을 업무의 중복이라고 보았고 승단을 위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 중 중환자 간호

관리, 상처장루간호 등은 대부분 1주일~2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업무에 부담이 있다.  

 “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트폴리오도 해야 하고 체크리스트에 신

청서도 해야 해서.. 이수 학점이나 개인 정보 등은 ESS에서 확인 했으면 좋겠고, 

사실 승단 서류 제출도 ESS에 통합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번 승단 신청 시마다 다

시 똑같이 쓰는 항목들이 많아요. 이 다음 승단 시에는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 할 

부분만 덧붙이면 좋겠어요.” (대상자 J)

" 저는 작년에 중환자 간호과정을 들으면서 힘들었어요. 교육이 아침 9시에서 오

후 1시까지 2주간 있으니까 2주내내 이브닝 근무를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교육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거나 차라리 교육을 들

을 때 공가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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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요인

<표 13>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문제점 - 개인적 요인

1) 인지도 부족

경력개발 시스템 도입 이후 병원 측에서 여러 번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교율

을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개발시스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잘 모르

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근무 경력이 낮은 신규 간호사들은 승단 신청

서 작성 방법이나 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승단의 

기준, 승단의 필요성, 승단 이후 유지 관리 방법, 필수 교육 항목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다. 낮은 인지도는 승단에 대한 욕구 상실과 승단 시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

승단 신청 제출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

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음. 

인지도 부족

개인적 

요인

승단의 기준이나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법에 대한 이

해 부족.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이수해

야 하는 필수 교육들에 대한 정보 부족

승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승단을 

하려는 의지가 적음.
보상 문제

승단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없어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만족도나 성취감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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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에 들어야가 할 내용들에 대한 기준이 좀 막막해요. 교육 이수

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써야 하는지, 어떤 것들은 안 써도 되는 건지 혼

란스럽고..”(대상자 B)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상자 H)

“단계가 올라갈 때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를 잘 모르겠어요“ (대상자 M)

“내가 경력개발 자체를 잘 모르니까 경력개발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라는 

자극이나 모티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대상자 N) 

2) 보상 문제

 

 경력개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병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

해 경력단계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이란 특정 행동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인 모든 형태의 대가이다. 학습이론

으로 말하면 보상은 긍정적 행동을 일으키는 정적 강화인자라 할 수 있다. 보

상은 행동강화 기능을 하게 되어 그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

게 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보상은 때때로 성취를 위한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거나 상황에 순응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힘이 된다. 보상

은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 주며 건전한 정신건강에 도움

을 줄 수도 있다. 타인이 주는 보상은 외발적 동기를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 

외발적 동기는 내발적 동기를 억제하여 자발적 학습에 유해한 경우도 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S병원의 경우 현재 경력 개발 

단계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승단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감이 없

고 승단을 하려는 의지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경력개발 단계가 올라가도 혜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솔직히 승단을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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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승단 과정도 사실 하기 싫고 귀찮을 때가 많

아요.” (대상자 R)

 “ 다른 곳은 승단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우리병원은 아직 인센티브가 없어서 

단계가 올라가도 성취감 같은게 별로 없어요. 승진은 월급이 올라가니까 승진 때

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대상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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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개선방안

1.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표 14>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승단 기준 개선

 

 현재 경력개발시스템 승단 과정에는 승단심사 항목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승

단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승단을 위한 필수 교육항목 이외에 

승단 심사 기준을 명시하여 각 단계별 승단에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승단 이후 유지 평가에 대한 관리 및 기준이 모호하여 대상자들

은 승단 이후 2년간은 자격유지 및 관리에 대한 각성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

다. 따라서 경력개발 시스템 승단 기준,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

하여 정확하고 신뢰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해요인 개선 방안

승단 기준 모호 
세부적 승단 기준 확립

자격 유지 평가 시행 및 관리

활용의 제한
병원 전체로의 시스템 확장

경력 개발 단계에 따른 병원 내 활용 방안 모색

승진 과정 중복
승단과 승진을 연계

승단과 승진과정의 통합



- 52 -

2) 경력개발 시스템 활용 방안 모색

 현재 S병원 경력 개발 시스템은 중환자실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동 및 

기타 특수부서로 확장 예정에 있다. 경력개발 시스템 단계가 확장될 경우 병

원 내 경력단계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S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타 부서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병

원에서는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 단계를 고려하여 합격 가산점 제도를 추가한

다거나 처음 공고문 발표시 승단 단계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 등 실질적인 활

용을 늘려감으로서 경력개발 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승진과정 개선

 

 S병원의 호봉 승진은 1년에 1번 연말에 응시가 가능하며 보통 일반 간호사들

은 4급 승진시험, 3급 승진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경력개발 승단 신청도 1년

에 1번 진행되며 연 말에 신청을 하게 된다. 승단과 승진이 별도의 시스템으

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승진과 승단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다.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 중인 병원 중 

경력개발 시스템과 호봉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승진과 

승단의 통합은 간호사의 역량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승

진과정에 승단 과정을 연계시켜 승단 단계에 따라 승진을 신청할 수 있는 기

준자격을 부여하거나, 승진과정 자체에 승단내용을 포함시켜 연계하는 경우 

간호사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53 -

2. 내용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표 15> 내용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업무와의 연계성 확보

  

  경력개발 단계와 업무와의 연계성 확보는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개인이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단계에 따라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 확실히 구분하고 단계에 따

른 능력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부서 별로 각 단계

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각 부서 내 

수 간호사와 시니어 간호사들 간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면 좀 더 각 부서에 

특화된 역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교육내용 개선

 

 경력개발시스템 단계별 교육에 부서별 실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

저해요인 개선 방안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
승단 단계별 병동 업무의 차별화

각 부서별로 단계별 역랑체크 기준 확립

교육 내용의 제한
교육 내용의 다양성 확보

대외 활동 격려

업무 과다
병원 인력관리 시스템 (ESS) 활용

온라인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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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는 한 개인이 각 부서에서 단계에 적

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각 부서 특성에 맞추어 단

계별 필요한 실기교육 내용을 필수교육으로 선정 한 후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 간호사 중 적임자 단계의 간호사의 경우 실제로 침상에

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시술 과정을 이해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또한 숙련가 단계의 간호사

인 경우 책임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임이나 평가자의 지도 아래 

책임간호사의 역할을 수행 해 보며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통해 개인과 부서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숙련가 단계, 전문가 단계에는 

간호술기능력 이외에도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외

활동, 대내활동 참여 등을 통해 코칭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등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3) 업무량 개선

  경력개발 시스템 승단 신청 시 포트폴리오의 양을 줄이고 중복되는 서류작

업을 줄인다면 업무량을 개선 할 수 있다. 병원 내 인사관리 시스템 (ESS)에

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 교육이력, 손위생 수행점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승단 신청서에 있는 개인의 신상 정보 기입항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교육이력 항목은 ESS기록으로 대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약물 이상반응 

보고건수, 손위생 우수직원, 친절직원 선정 등도 ESS에 연동하여 기록되도록 

하는 경우 개인의 포트폴리오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수 교육에 해당하는 프리셉터 쉽, 중환자 간호과정 등 교육시간이 긴 교육

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개인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업무량을 개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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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표 15> 개인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인지도 개선

 

 경력개발 시스템의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지도 개선을 가장 첫 번째 

대책으로 꼽을 수 있다. 경력개발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야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전 간호부에서 경력개발시스템

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전체교육이었

고 인지도가 낮다보니 참여도도 낮았다. 교육 대상자의 개체 수를 줄여 직접 

의문점을 파악하고 경력개발시스템 시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부에서 각 시행 병동마다 경력개발시스템 담당 인력을 두고 담당 

부서 직원들의 경력개발 단계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경력 유지관리 등에 대

하여 교육하고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디에서나 경력개발 시스템 승단요령과 작성지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가지고 다니며 참고 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

함으로서 경력개발 승단 기준 및 절차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들의 

경력개발단계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저해요인 개선 방안

인지도 부족

각 부서별 승단 담당 도움 지원

승단 단계별 필수 교육항목, 활용방안, 혜택 등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 제공

보상문제 승단 단계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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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제도 개선

  경력개발 단계에 따른 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은 모든 연구 대상자가 동

의하였다. 금전적 보상은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며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다. 보상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이동 신청 시 추가 점수를 준다거나,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승

단 하는 경우 포상 휴가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현재의 승단혜택으로는 배지 패용이 있는데 본래는 각 직원별로 명찰에 부착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수가 적다. 배지 

착용을 격려시키기 위하여 배지 착용 시 주어지는 혜택을 정하여 배치 착용과 

보상을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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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경력개발 시스템 경험에 

대한 효과, 제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1990년 520개 병원 

중 약34%가 경력개발시스템을 시행하였고, (Havens &Mills, 1992) 1991년에는 

543개 병원 중 44%가 시행하고 간호사의 70%가 제도에 참여하였다. 

(Murray,1993) 따라서 미국의 경우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력개발 시스템 도입이 보편화되지 않아 

각 병원마다 시스템이 상이하고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서는 경력 개발 제도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 된 접근이 필요하나(민아

리,2012),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서는 경력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승

단에 대한 인정과전문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선

행 연구가 있었으나(민아리,2012)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

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 교육 보다는 소규모 교육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며 각 부서별 승단 담당 인력 지원, 승단에 관련된 안내책자 제공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은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상승, 승단에 대한 성

취감과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 도출한 결과들과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영(2010)의 연구

에서는 경력관리 시스템을 도입중인 병원의 간호사들은 성과 평가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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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승진과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서 조직과 간호사로서의 경력에 더 몰입

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지은, 김소선(2013)등도 등급별 수행능력평가에 다른 

보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임상등급제도 개발을 제언하였다. 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영애, (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중요하

게 생각하는 보상 방법을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급여인상, 수당 

지급 등의 금전적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기개발 기회제공, 강의 

기회, 의사결정과 직무 자율성 등 전문가적 보상, 뚜렷한 역할 차등화로 직무

내용보상, 특정직함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사회적 보상, 근무 스케

줄 배려 순으로 보상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재정적인 문

제로 금전적 보상이 어려울 경우 다른 보상방법으로라도 승단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병원의 경우 현재 경력개발 시스템이 중환자실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각 중환자실 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평가기준은 동일하다. 하지만 각 부서별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서별 특화된 교육, 승단기준은 분명히 필요

하다. 경력개발 시스템 승단교육이나 평가에 있어 각 부서별, 승단 단계별 특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승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

해 뒷받침 될 수 있다. 김금순(2011)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문 간호사는 

실무의 70 % 이상이 직접 간호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

사의 승단 교육 및 평가에 전문적인 실무과정이 꼭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실무 교육 요구도는 응

급 간호영역이 가장 높으므로(이경진, 2018) 실무교육에 응급간호영역을 확장

시키고, 중환자실이 아닌 외래에 위치한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간호사들의 경

우 실무에서 교육과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김금순, 2011) 외래나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대인관계,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을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경진(2018)의 연구에서 단계

별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간호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관리, 연구영역, 자기

개발 영역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1단계 초보자단계에서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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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술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다른 경력단계의 요구도 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부서에 대한 차별화 뿐만 아니라 승단 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

도 다양한 방법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 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등급별 간호역량 측정도구개발에 대해 연

구한 박지은, 김소선(2013)은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수술실 등의 

타 간호부서도 간호역량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부서별 차별화, 특성화된 수행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 하였고, 승진 심사를 위해 시험, 업무계

획서, 동료, 상사, 자가평가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의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

하여 다면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상위 등

급에 있어서는 인사 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본인이 시행한 간호의 탁월성을 제

시하거나 우수 간호사례를 보고하게 함으로서 상위등급 간호사의 전문가적 역

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Goodloe, 

1996)

 국내의 간호사 임금체계는 경력개발시스템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반 간호사의 동일 역할 내에서도 호봉 승급이나 승격이 있으므로 동일 

역할 내에서는 거의 급여 변화가 없는 미국의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병원간호사회, 2005) S병원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역할에 관계없이 호봉승

급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 이는 경력개발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부서

별 역할과 승단의 연계성,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직원들의 승단 필요

성에 대한 인식, 승단 의욕이 저하되어 경력개발시스템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

다. 본 인터뷰 내용에서도 경력개발 단계가 올라가도 부서 내 업무는 동일하

다,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승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경력개발시스템의 승단이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각 부서별 동일 역할 

내에서도 호봉 및 승격이 가능한 국내 인사체계에 대한 역할차등화가 필요하

고 승격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한다는 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영애 (2007)연구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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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듯이 경력개발 단계와 업무와의 연계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경력개발시스템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

다. 직무 만족도 증가, 간호역량 증가, 간호의 질 향상, 이직률을 감소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력개발시스템 도입 시 심한 스트레스, 경쟁적인 분위

기 및 위화감 형성과 불공평한 심사에 대한 걱정, 승단심사와 자격 유지 탈락

으로 인한 위축 및 근무의욕 저하(권인각, 성영희, 박광옥, 유옥수 & 김영애, 

2007)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력개발 제도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력개발 시스템이 간호사들에게 경력인정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

의 이력과 간호역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시스템의 안정화와 발전

을 위해서는 인지도 개선과 업무와의 연계성확보, 교육내용의 개선, 업무량 

조절,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점에 

있어서는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 특정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

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수가 18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S병원은 아직 경력개발 시스템 시행 기간

이 5년 미만으로 아직 3단계 숙련가 과정까지가 개설되어 있고 현재 연구단계

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변화,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 대한 경험

을 토대로 한 연구로 S병원 경력개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일반화시키

기에도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력개발 시스템에 경험에 대

한 간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

움이나 제한점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욱 보강하여 최종적으로는 한

국 간호사들에게 적합한 한국형 경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또한 그 일원화된 경력개발시스템을 활용하여 경력간호사들의 보유를 통

한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대한민국 간호의 질 향상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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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S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 경력

개발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고 경력개발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간호사 경력개발 제도 정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

행되었다.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정리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

구대상은 S병원의 중환자실 심장내과 중환자실(CCU), 심장혈관외과중환자실

(HICU), 신경계중환자실(NCU), 암병원중환자실(CAICU), 내,외과계중환자실

(MICU, SICU)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들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은 총 18명으로 근무 

시간과 경력단계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A그룹 6명, B그룹 6명, C그룹 6명으

로 나누어졌다. 각 그룹별 인터뷰 시간은 총 60분으로 인터뷰 동안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확인, 만족도, 시스템의 효과를 파악하고 현재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제한점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언 등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1)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로는 내적효과와 외적 효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내

적 효과에는 승단에 대한 욕구, 경력을 인정받음으로서 오는 성취감, 외적 효

과에는 자신의 이력과 간호역량을 확인 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2) 경력개발 시스템의 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제도적요인, 내용적요인, 개인적 

요인이 있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승단 기준이 모호하고 원내 경력개발시스

템 활용의 제한, 승진과 승단 과정의 중복으로 오는 부담감이 있었다. 

내용적 요인으로는 업무내용과 승단 단계의 연계성 결여, 교육 내용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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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업무량 과다의 측면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

한 인지도 부족, 낮은 보상에서 오는 만족도나 성취감 결여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경력개발 시스템을 발전 시켜 나가기 위

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세부적인 승단기준을 확립하고 자격유지 

평가 시행 및 관리를 통하여 확실한 승단 기준을 정하고 중환자실에만 국한되

어 있는 경력개발시스템을 병동 전체로 확장 시켜 병동마다 단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인사관리에 경력단계를 활용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용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승단 단계별로 병동 업무에 차별을 두고 

각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 역량 평가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업무와의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고 실무 중심 교육과 대외활동을 격려함으로서 경력단계별 요구

되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인되었다.

  개인적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병원 인사관리 시스템의 활용 및 온라

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승단업무를 최소화 시키고 각 부서별 승단 담당 인력

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승단에 대한 이해 및 과정을 돕고 간단한 안내문 제작

을 통해 직원들이 손쉽게 승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력개

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과정 중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모든 대상

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경력개발 시스템의 필수요소는 바로 단계별 승단에 

따른 보상이었다. 따라서 경력개발 시스템의 확대와 정착화를 위해서는 반드

시 승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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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병원별로 경력단계가 통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 된 간호경력개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환자실 뿐 아니라 각 병동, 수술실, 검사실 등 부서별 간호역량 측

정도구를 개발하여 부서별 평가기준, 부서별 특수교육 등 특성화된 수행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경력단계별로 가장 효율적인 교육 횟수,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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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상자 모집 원내 공고문

1. 연구 제목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연구

2. 연구 목적 현재 우리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분들의 현 우리병원의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후 간호사 경렬개발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4.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요약 표기)

본원 중환자실 근무 경력 1 년 이상인 간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시스템 

1 단계 (초급자) , 2 단계 (적임자), 3 단계 (숙련가) , 4 단계 (전문가) 의 간호사 

선생님들을 총 3 그룹(A 그룹, B 그룹, C 그룹)을 선발 할 예정이며 총 연구인원은 최대 

18 명입니다. 

4 단계 (전문가) 단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3 단계(숙련가) 지원자 중 임상 경력 7 년 

이상인 지원자로 조건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5. 대상자수, 참여기간, 방문 횟수 등 간단한 연구절차 

총 3 그룹을 선발할 예정이며 한 그룹당 대상자 수는 총 6 명이며 방문횟수는 1 번, 

60 분동안 그룹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룹이 정해지면 스케줄 조정 후 인터뷰 일정이 공지됩니다. 

6. 연구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 및 사례비 유무

연구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사례비는 인당 3 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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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 안희진 (010-5599-4317,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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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설 명 문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안희진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병원 내 간호조직에서 유능한 간호사들을 임상에 보유함으

로서 간호의 질을 높이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일종의 인적자원 개발제도로 

Career ladder system 혹은 clinical ladder system이라는 이름의 경력개발시스템가 적

용 및 발전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정희,1998).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야 일부 

기업에서 경력개발시스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실

질적인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본 병원도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적용사례가 적고 특수부서에

만 한정되어 있거나 보통 적용효과를 판단하는 시기는 제도 적용 후 18개월 이후에 

실시 (Goodloe 등, 1996) 되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병원들

이 많아 적용병원의 사례 및 경력개발시스템 운영에 참여한 실제 관리자나 간호사들

의 인식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력개발

연구  제목 :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개선방안
- 일개 의료기관 간호사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안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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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며 경

력개발시스템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관리자들의 직접적인 사례 및 인식조사는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15년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S대학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연구를 진행하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

식도 및 의견을 분석하여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역량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 이 연구는 총 18 명의 대상자가 3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인터뷰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IRB 승인일로부터 

1 년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은 임상경력개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를 각 단계별로 고루 

나누어 한 그룹 당 6명씩 총 3그룹의 인터뷰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허나, 본 원에 경력개발시스템 도입이 된 햇수가 총 5년 미만으로 실제 4단계 전문가

가 없기 때문에 3단계 승단 자를 경력 기준으로 나누어 임상경력 5년~7년 이상인 간

호사를 4단계 전문가에 준하여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 절차는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인터뷰를 실제로 실시하는 단계, 그리고 수

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총 6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녹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응답자들의 대화내용을 수기로 정리, 메모하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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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이득은 없으나 인터뷰 사례비, 

참여비로 현금 3 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현 임상개발경력시스템을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들의 실정에 맞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질문방식 시간 예상 질문 내용

도입 5분 경력 개발 시스템을 접해본 느낌, 경험 공유

전환 5분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확인, 문헌고찰

주요 40분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꼭 필요한 교육들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의 장단점

실제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 시행 전/후의 차이점

각 단계별 항목에 적절성에 대한 의견, 임상과의 차이

현재의 간호사 경력개발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경력개발 시스템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언

마무리 10분

- 요약하기

- 질의/응답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 면담 후 느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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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적합한 시스템으로 본인의 경력을 관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중 개인적인 이유로 

대답이 꺼려지는 경우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연구에 대해 불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 및 상담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공되었던 질문 

항목을 살펴보시고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매 방문 완료 시 5 만원의 사례비 

또는 5 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례비는 귀하의 연구 참여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도중 귀하께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거나 또는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료된 방문에 한해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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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의 성명, 전화번호, 근무연차, 근무지, 해당 

경력개발단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연구를 위해 3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기록은 잠금 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이동형 메모리에 보관되며, 연구 책임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개월간 보관되며 이후 해당 파일, 

자료는 폐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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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4.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안희진

연구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 4 층    

                                     심장혈관내과 중환자실

연락처 : 010-5599-4317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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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간호사 경력개발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연구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임상경력 :      년
 
         경력개발 시스템 승단 단계 : 

대상자 성명 서
명

서명날
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

명

서명날

짜

(대상자와의 관계:                              )



- 79 -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

명

서명날

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

명

서명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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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rovement of Career Ladder System for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nurses in one hospital -

 In the U.S., a Career Ladder System (or Clinical Ladder System ) 

of Nurses was implemented in the 1970s to enhance the quality of 

nursing and recognize and reward its ability by having competent 

nurses on the clinical stage. Nowadays, Hospitals in Korea are 

also introducing and proceeding with this Career Ladder system. 

 Looking at prior research on the career ladder system in Korea, 

positive conclusions on the career ladder system were emphasized 

a lot in the qualitative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the career 

ladder system. Therefore, I thought that research was needed to 

help stabilize the system by identifying the practical 

satisfaction, limitations, and needs of the improvement of the 

experience of the career ladder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way to stabilize and develop 

the policy of the career ladder system of nurses by checking 

their awarenes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and identifying 

positive effec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through the experience of nurses i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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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in Seoul.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used a content analysis technique to divide the 

collected data through subcategories and analyze them by 

categorizing them into the same topic through association of 

subcategories.

 The effectivenes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was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and there was a sense of 

achievement that comes from being recognized as a career, a 

desire for career ladder, and an opinion that the external 

effects could be reflected on the career ladder system by 

checking one's own history of nursing and nursing ability.

 The impediments to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ladder system 

included institutional, practical and pers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d the criteria for promotion, restrictions on the use of 

career ladder systems on the floor, and the burden of overlapping 

promotion and promotion processes, and the content factors included the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task content and the level of 

promotion, restrictions on educational content, and excessive workload. 

Personal factors included a lack of awarenes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a lack of satisfaction or fulfillment resulting from low 

compensation.

 The above findings were summed up to look at improvement measures to 

develop the career ladder system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detailed criteria for advancement and expanding the career ladder 

system, which is limited to intensive care units, the stages can be 

linked to each ward, and by utilizing the experienced stage in 

personnel management in the hospital, the utilization can be increased. 



- 82 -

In addition, by discriminating against ward duties at each stage of the 

promotion, the criteria for capacity evaluation can be establish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and education can be 

organized to enhance the skills required by each stage of experience by 

promoting practical and external activities. The utilization of the 

hospital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the activation of online 

education can increase awarenes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by 

minimizing the number of tasks for advancement, and by placing 

personnel in charge of each department to help employees understand and 

process the victory, and by making simple instructions, employees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about the victory. 

 Finally, for the expansion and settlement of the career ladder system, 

a compens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age of 

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