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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기관의 인적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은 간호사이

며, 그중 가장 많은 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는 일반병동이다[1,2]. 

일반병동 간호사는 병동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교

대 근무를 하며 일정 수의 간호사가 조를 이루어 환자 간호업무를 담

당한다.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병동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잠재적 스

트레스 군으로 보통 이상의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병동 간호사들

의 간호업무수행에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병동 2-3년차 간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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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 즉, 간호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간호 생산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이

직의도를 가지고 환자간호를 하는 것은 개인적, 조직적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사의 숙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호사의 임상경력은 조직

생산성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2018년 보고된 병원간호인력 실태

조사[3]의 간호사 근무년수 현황에 의하면 근무경력 2-3년차에 해당하

는 간호사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21.1%, 종합병원 24.1%, 병원 19.2%).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경력 2-3년차 간호사의 사직률이 가장 높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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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즉 신규간호사 시기를 벗어나 한 명의 간호사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간호사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은, 간

호사의 높은 이직률이 풀어야 할 숙제인 현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해당 

연차 간호사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간호사의 임상경력별 역량은 차이가 있으

며 이에 역량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간호계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2,6]. 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술과 역량, 교육, 전문성

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여 보상함으로써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지

속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할 목적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병

원에서 적용 중인 간호사 경력개발제도는 이러한 임상경력에 근거한 

역량을 능력별로 차등 보상하는 제도이다[2,6,7]. Benner [8]에 따르면 

임상경력 2-3년차 간호사는 간호에 필요한 기술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고 하였다. 반면, 국내 병원 환경에서 간호사의 임상경력에 따른 역량

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Jang [6]에 따르면 근무경력 2-3년차인 상급 초

보 등급 간호사의 일부 실무는 독립적이나 모든 상황에서 독립적인 것

은 아니며,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

급 초보 등급 간호사는 간호실무에 익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일

들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

식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높으며, 신규간호사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홀로 감내해야 한다고 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Benner 

[8]와 Jang [6]이 제시한 임상등급 분류를 기반으로 등급별 간호역량 평

가도구를 개발한 Park and Kim [2]의 연구를 역량별 분석의 근거로 하

였다. Park and Kim [2], Park [10]의 연구에서는 경력 2-3년차인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간호영역의 총 30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Park and Kim [2], Park [10]

의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과학적 역량군에 간호전문 영역이 추

가된 것과 환자 이해와 환자지향성에 대한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 

그리고 타인육성에 대한 역량이 교육 및 상담으로 수정된 점을 들 수 

있다[6]. 이미 개발된 도구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역량과 역량별 정의

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의미의 전달 측면에서 해당 역량과 기술된 

정의의 적절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연구는 상급종합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도출한 것으로 본 연구자는 Park 

and Kim [2], Park [10]이 제시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과 역량

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여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재정립하였다. 더 나아가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핵심 역량

을 재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은 경

영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만 수행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과 강화가 필요한 역량, 예를 들어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는 낮을 수 있는 간호역량인 응급상황 대처, 안

전관리 등의 역량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므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 역량 중 강화가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병원 간호인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들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구성

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이직의도를 낮추고 보다 나은 간호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11]. 여기서 의미

하는 간호역량은 간호학적 돌봄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을 말하며 이러한 간호역량은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도 그 역

량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6]. 이에 문헌을 통해 상급 초보 등급 간

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해당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 분

석을 시행하여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교육프로그

램을 제안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입사 후 2-3년에 해당하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역량을 확인하고, 역량별 중요도와 수

행도 분석을 바탕으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역량을 확인

하여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역량을 확인한다. 

•   확인된 경력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중요도 수행도를 분 

 석한다. 

• 중요도-수행도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가 필요한 역량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의 역량을 확인하고 중요도-수

행도 분석을 바탕으로 강화가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C 종합병

원, S 종합병원의 병동에서 근무하며 임상경력 2-3년차(총 임상경력 13

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간호사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2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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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나의 그룹에서 평균과 표준편

차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정력 0.95,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인 경우의 적절한 표본 수는 5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수

는 연구분석에 충분한 수이다. 회수한 122부 중 누락이 있거나 부적절

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한 총 112부(응답률 91.8%)를 분석하였다.

연구절차 

경력 2-3년차 병동 간호사 역량 예비 항목 선정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부서가 아닌 일반병동 간호사의 역량을 경

력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는 Park and Kim [2]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해당 연구에서 확인된 역량 평가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2이었다. 또한 간호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Benner [8]의 역량분류와 Jang [6]이 제시한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간호역량(상위범주)의 4가지 역량 구분을 근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k and Kim [2]의 연구에서 제시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30가지 핵심간호역량을 예비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중위범주

인 핵심역량은 간호전문영역, 전문성 개발 노력, 자원관리, 병동 업무처

리력, 윤리적 가치 지향성, 협력, 자신감, 자기조절, 유연성, 환자지향성, 

위기관리, 영향력, 교육 및 상담의 13가지 영역이며 하위범주인 하위영

역은 총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별 하위영역은 간호전문영역이 6개

로 가장 많으며 간호전문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2개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 예비 항목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Park and Kim [2]의 연구에서 제시한 30개 역량을 근거로 하여 각 역

량과 역량에 대한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참여 인원수는 6-10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12] 이를 근거로 상급 초보 등급에 해

당하는 병동 간호사 6명을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인터뷰

는 2016년 11월 2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연구자의 연구실이 

속한 건물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인터뷰 전 질문지

를 미리 보내어 참가자들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고 오도록 

하였고, 일반적인 주제로 질문을 시작해서 점차 연구의 핵심주제로 좁

혀가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회환

(feedback)을 얻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연구자 중 한 명이 진행하였고, 면담의 시작은 광범위하면서도 개방적

인 질문을 통해 시작하였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간호사로 일하게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와 같은 도입질문 이후 ‘미리 나누어드린 상

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리스트를 보시면서 해당 역량과 옆에 기

술되어 있는 정의가 적절한지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면서 의견을 주시고, 해당 의견에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주요질문으로 범위를 좁혀나갔다. 인터뷰 

사회자로 참석한 연구자가 인터뷰 결과를 직접 전사하였으며 인터뷰

가 있던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의 분석은 근거이

론 또는 현상학과 같이 철학적 배경을 갖지 않고 연구에서 주어진 주

요 질문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1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 조사

예비항목을 근거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병동 2-3년차 

경력간호사의 핵심역량(중위범주)에 대해 임상간호 전문가 9인과 간호

대학 교수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10인을 대상으로 34개 역량 항

목의 내용타당도를 진행하였다. 내용타당도 점수는 4점 척도로, 4점

(매우 타당함), 3점(타당함), 2점(타당하지 않음), 1점(매우 타당하지 않

음)으로 하여 문항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문항 중 3-4점의 

비율을 1-2점에 대해 계산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

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 산출 후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

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중요도-수행도 분석

중요도-수행도 분석은 주요 요인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14], 분석결과는 중요도

와 수행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으로 나누되, 각 사분면의 위치

에 따라 집중개발이 필요로 되는 영역,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역량별 내용타당도 지수 산출 후 최종 간호역량 항

목을 기반으로 설문지 형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소속된 경기도 소재 C 종합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IRB No. 2017-06-004)을 받은 후 C 종합병원, S 종합병원의 간호국에 

협조 공문과 연구계획서, 자료수집도구를 제출한 후 연구허가를 받았

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설문지를 작성하는 소요 시

간이 10-15분 정도임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

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참여 철회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

명하였다. 또한 배부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연구대상

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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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게 조절이 되어야 병원도 다닐 수 있고요. 연차와 관계없이 

스트레스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항상 있거든요(참여자 2).’

추가된 역량 3: ‘리더십’ 

‘2-3년차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윗년차만이 아니고

요. 응급상황에서 인원 수는 할당되어 있는데, 윗년차는 그래도 아는

데. 신규쌤은 모르니까 중간 연차도 리더십을 갖고 리드해 주면서 으쌰

으쌰해야……. 제 연차에도 중간연차로서 신규간호사들을 이끌 수 있

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추가된 역량 4: ‘환경관리’ 

 ‘환경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이 채광이나 그

런 환경적인 요인을 신경 썼다고 하잖아요. 환자를 케어할 때 약물투

여하고 그런 것만 신경 쓰는데, 시트가 더럽다거나 주변정리하거나 그

런 것도 간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버린 쓰레기도 치우

면서. 그게 안전관리, 감염관리와 연결이 되고……. (참여자 5)’

추가된 역량 5: ‘간호표준유지’ 그리고 삭제된 역량: ‘간호의 일관성’

‘간호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의식이 없거나 희망이 없는 환

자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려도 아

끼지 않는다’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간호의 일관성이라는 말만 놓고 봤

을 때와 역량 정의에서 ‘모든 간호활동의 일관된 방향’이라는 말이 들

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간호의 일정한 quality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또는 ‘표준화된 간호 제공’의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저 또한 그랬습니다……). 간호 윤리와도 뜻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역량을 삭제하고 ‘간호표준 유지’라는 역량을 추

가하여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의 일정한 quality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참여자 6).’

34개 간호역량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병동의 2-3년차 경력간호사 6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를 통하여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한 총 34가지 간호역량 항

목을 작성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10인의 전문가 집단(간호대학 교수 1인,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임

상경력 10년 이상의 수간호사 3인,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임상경

력 5년 이상의 주임간호사 6인)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1-35세가 6명, 36-40세가 2명, 

41-45세가 2명이었다. 최종 학력은 학사 졸업이 5명, 석사 재학 중이  

1명, 석사 졸업이 3명, 박사 졸업이 1명이었다. 현재 근무지는 간호대학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종합병원이었으며, 종합병원 근무자 중 

자료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내용 분석은 자료에 대한 전반적 이해, 

개방코딩, 집단화, 범주화, 추상화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전사

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다시 읽으며 의미 있는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

다. 주요 진술문을 읽으며 개방코딩을 작성하였으며 개방코딩된 유사 

개념이나 문장의 통합을 통해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하위

범주로 묶었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병동의 2-3년차 경력간

호사 역량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병동의 2-3

년차 경력간호사 업무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IPA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량 예비 항목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는 평균연령 24.33세, 임상경력 평균 25개월의 모두 여

성이었으며 학사졸업 4명, RN-BSN 재학 중 2명의 병동간호사 6인으로 

구성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1가

지 역량을 삭제하고 5가지 역량을 새로 추가, 총 34가지 역량이 확정되

었다. 상급초보 등급 간호사의 30가지 간호역량 이외에 추가된 역량은 

‘검사 및 수술 전후 간호’, ‘스트레스 관리’, ‘리더십’, ‘환경관리’, ‘간호표

준유지’의 5가지였으며 삭제된 항목은 ‘간호의 일관성’으로 의미가 모

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삭제하였으며 ‘변화 주도성’은 ‘변화 수용/

주도성’으로 역량명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 외에도 참여자들이 30

가지 역량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으로 협동심, 간호에 대한 동

기/열정, 프리셉터(preceptor) 역할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역량

은 아래와 같다. 

추가된 역량 1: ‘검사 및 수술 전후 간호’ 

‘저는 지금 모든 과들을 보는 부서에 있어서요. 여기엔 호흡기 환자, 

순환기 환자 간호만 나와 있는데 전 외과 환자나 타과 환자들도 많이 

봐서……. 내과 환자만 보는 게 아니니까 검사나 수술 전후 간호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

추가된 역량 2: ‘스트레스 관리’ 

‘2-3년차 때 제일 많이 그만두잖아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해 주

지 못해서, 질려버려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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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병동이 8명, 외과계 병동은 1명이었다. 직위는 주임간호사가 6

명, 수간호사 3명, 간호대학 교수 1명이었으며, 임상근무경력은 5년 이

상, 10년 미만이 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명, 15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매우 타당하지 않음(1점), 타당하지 않음(2점), 

타당함(3점), 매우 타당함(4점)인 4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고 문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비고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내용타당

도 지수(content value index, CVI)를 측정하여 각 문항에 80% 이상의 

CVI를 나타낸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CVI는 0.94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병동의 2-3년차 경력간호사 대상 역량별 중요도 수행도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병동 2-3년차 경력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이 111명(99.1%), 남성이 1명(0.9%)이었고, 연령은 평균 24.96

세(±1.64)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사 졸업이 101명(90.2%), 간호전문

학사가 8명(7.1%), 학사 재학 중이 3명(2.7%)이었다. 현재 근무부서는 내

과계 병동이 29명(25.9%), 외과계 병동이 21명(18.8%), 산과/소아과병동

이 13명(11.6%), 정신과병동이 4명(3.6%), 재활병동이 3명(2.7%), 포괄병

동이 21명(18.8%), 기타병동이 21명(18.8%)이었으며 임상근무 경력은 평

균 23.10개월(±7.75)로 나타났다.

역량별 중요도 수행도 분석 결과

병동의 2-3년차 경력간호사의 34가지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요도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 0.14), 수행도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04점(± 0.13)으로 나타났

으며,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평균 0.17점이 높게 측정되었다. 중요도

는 투약간호(3.61 ± 0.51), 감염관리(3.43 ± 0.52), 안전관리(3.39 ± 0.54)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연구(2.89 ± 0.58), 감정조절(3.04 ± 0.64), 스

트레스 관리(3.04 ± 0.6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행도는 투약간호

(3.36 ± 0.52), 책임감(3.28 ± 0.51), 업무보고 및 기록(3.26 ± 0.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연구(2.67± 0.69), 스트레스 관리(2.75 ± 0.70), 감

정조절(2.87± 0.7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Park and Kim [2]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는 0.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5로 나타났다. 

병동의 2-3년차 경력간호사의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의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해 34개 역량 항목의 좌표점(X, Y)을 평면에 표시하고 모든 

간호역량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을 X축, Y축의 분할선으로 

표기하고 평면을 4등분한 역량 격자도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

로도 잘 수행하는 역량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약간

호’, ‘호흡기장애 환자간호’, ‘감염관리’, ‘안전관리’, ‘검사 및 수술 전후 

환자간호’, ‘업무보고 및 기록’, ‘간호윤리’, ‘책임감’, ‘대인관계성’, ‘공감

대 형성’, ‘조기대처’ 역량이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Table 1. Validity of the core competencies for advanced beginner-stage 
nurses

Nursing competency Mean±SD CVI

Scientific nursing competency
   Applied nursing process 3.60±0.70 0.90
   Medication nursing 3.70±0.48 1.00
   Cardiovascular disability nursing 3.30±0.68 0.90
   Respiratory disorder nursing 3.50±0.53 1.00
   Infection management 3.50±0.53 1.00
   Safety management 3.50±0.97 0.90
   Examination and postoperative care 3.60±0.70 0.90
   Environment and management 3.50±0.97 0.90
   Development of nursing standard 3.50±0.71 0.90
   Self development 3.40±0.70 0.90
   Education research 3.40±0.84 0.80
   Supplies management 3.60±0.52 1.00
   Medicine management 3.60±0.52 1.00
   Progressive spirit 3.50±0.71 0.90
   Reports and records 3.50±0.85 0.80
Ethical nursing competency
   Ethics 3.70±0.48 1.00
   Systemicity 3.40±0.52 1.00
   Cooperativity 3.60±0.52 1.00
Personal nursing competency
   Responsibility 3.70±0.48 1.00
   Motivation/passion 3.60±0.70 0.90
   Leadership 3.60±0.52 1.00
   Self discipline 3.20±0.63 0.90
   Emotional control 3.20±0.79 0.80
   Stress management 3.50±0.71 0.90
   Flexibility 3.60±0.52 1.00
   Interpersonal relation 3.70±0.48 1.00
Aesthetic nursing competency
   Patient centered nursing 3.60±0.52 1.00
   Formation of sympathy 3.70±0.48 1.00
   Early treatment 3.70±0.68 0.90
   Emergency treatment 3.60±0.70 0.90
   Cogency 3.30±0.68 0.90
   Ability to drive a challenge 3.40±0.70 0.90
   Patience (guardian) education 3.50±0.53 1.00
   Preceptor role 3.50±0.53 1.00
Total 0.94

SD, standard deviation; CVI, content valu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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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영역

에 해당된다. Figure 1에서 제2사분면에 해당하는 역량은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약품관리’, ‘응급상황대처’ 역량으로 나타났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 인식이 낮고 실제로 잘 수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개발’, ‘교육/연구’, ‘물품/장비관리’, 

‘상황대처 능력’, ‘조직성’, ‘리더십’, ‘감정조절’, ‘스트레스 관리’, ‘융통성’, 

‘변화/수용 주도성’, ‘환자(가족) 교육’, ‘프리셉터 역할 역량’으로 나타

났다.

제4사분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잘 수행하는 특성이 있는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간호과정 적용력’, ‘환경관리’, ‘간호표준유

지’, ‘팀빌딩/협동성’, ‘간호에 대한 동기/열정’, ‘자제력’, ‘설득력’으로 나

타났다. 

역량별 중요도 수행도 분석결과,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를 대상으로 

강화가 필요한 역량은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약품관리, 응급상황 대처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상급 초보 등급에 해당되는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에

게 필요한 간호역량을 확인하고 역량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수행도가 낮은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간호역량은 과학적, 

Table 2. Importance-performance level of core competencies

Nursing competency
Importance Performance

Mean±SD Mean±SD

Scientific nursing competency
   Applied nursing process 3.19±0.48 3.05±0.46
   Medication nursing 3.61±0.51 3.36±0.52
   Cardiovascular disability nursing 3.23±0.55 2.95±0.52
   Respiratory disorder nursing 3.31±0.50 3.07±0.53
   Infection management 3.43±0.52 3.18±0.57
   Safety management 3.39±0.54 3.15±0.59
   Examination and postoperative care 3.36±0.54 3.20±0.55
   Environment management 3.12±0.43 3.01±0.56
   Development of nursing standard 3.11±0.53 3.04±0.60
   Self development 3.20±0.50 2.96±0.56
   Education and research 2.89±0.58 2.67±0.69
   Supplies management 3.11±0.53 2.96±0.66
   Medicine management 3.21±0.67 2.90±0.66
   Progressive spirit 3.10±0.44 3.00±0.55
   Reports and records 3.38±0.57 3.26±0.53
Ethical nursing competency
   Ethics 3.26±0.53 3.09±0.61
   Systemicity 3.17±0.54 3.01±0.59
   Cooperativity 3.14±0.57 3.14±0.55
Personal nursing competency
   Responsibility 3.39±0.51 3.28±0.51
   Motivation/passion 3.19±0.61 3.07±0.64
   Leadership 3.07±0.52 2.99±0.62
   Self discipline 3.05±0.57 3.06±0.68
   Emotional control 3.04±0.64 2.87±0.72
   Stress management 3.04±0.65 2.75±0.70
   Flexibility 3.17±0.48 2.98±0.48
   Interpersonal relation 3.21±0.47 3.11±0.51
Aesthetic nursing competency
   Patient centered nursing 3.21±0.54 3.06±0.57
   Formation of sympathy 3.25±0.53 3.09±0.55
   Early treatment 3.38±0.52 3.09±0.53
   Emergency treatment 3.37±0.62 3.02±0.57
   Cogency 3.13±0.54 3.04±0.56
   Ability to drive a challenge 3.13±0.57 2.96±0.58
   Patience (guar-dian) education 3.07±0.61 2.99±0.55
   Preceptor role 3.13±0.56 3.01±0.56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1) Applied nursing process, 2) 
Medication nursing, 3) Cardiovascular disability nursing, 4) Respiratory dis-
order nursing, 5) Infection management, 6) Safety management, 7) Exami-
nation and postoperative care, 8) Environment and management, 9) De-
velopment of nursing standard, 10) Self development, 11) Education re-
search, 12) Supplies management, 13) Medicine management, 14) Pro-
gressive spirit, 15) Reports and records, 16) Ethics, 17) Systemicity, 18) Co-
operativity, 19) Responsibility, 20) Motivation/Passion, 21) Leadership, 22) 
Self discipline, 23) Emotional control, 24) Stress management, 25) Flexibili-
ty, 26) Interpersonal relation, 27) Patient centered nursing, 28) Formation 
of sympathy, 29) Early treatment, 30) Emergency treatment, 31) Cogency, 
32) Ability to drive a challenge, 33) Patience (guardian) education, 34) Pre-
cepto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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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영역의 총 34개로 확인되었다. 이를 국내외 406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간호역량 규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고자 한다[16]. Park et al. [16]은 간호역량 관련 문

헌고찰을 통해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30개의 간호

역량을 도출하였다. 해당 문헌에서 제시한 간호역량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간호역량을 비교하면 간호과정 적용력, 환경관리, 물품/

장비관리, 간호윤리, 조직성, 리더십, 연구, 프리셉터 역할 역량 등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사회심리간호, QI (quality improvement), EBP 

(evidence based practice), 자기주도학습, 자기개발, 정책변화 대응능력 

등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는 2-3년차 경력 간호사에 초점을 두고 해당 연차 간호사에게 핵심

적인 역량을 도출하였기 때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로 된다. 

경력 2-3년차에 해당하는 상급 초보 등급의 간호사는 초보자와 진

전된 초보자 단계를 벗어났지만 아직 유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

태를 말한다[6]. 본 연구와 같이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만을 대상으

로 간호역량을 측정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임

상경력 7년 이상 전문가 단계에 해당하는 간호사 114명을 대상으로 해

당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역량별 수행도를 분석한 연

구에 의하면[2], 수행도 각 문항의 평균은 3.38-3.75점으로 상급 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수행도 평균인 2.67-3.36점과 차

이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수행도 평균이 3.0에 미

치지 못하는 역량이 모두 11개이었으나, 전문가 단계의 경우 3.0 미만

인 역량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업무에 있어서의 수행도

가 임상경력과 어느 정도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숙련등급 간호사의 수행도 중 ‘프리셉터 역할’, ‘환자(가족) 교육’이 3.75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연구’가 3.47점, ‘물품장비관리’가 3.38점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의 수행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육/연구’ 역량이 2.67로 동일하게 가

장 낮게 나와 ‘교육/연구’ 역량에 대해서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부터 

전문가 단계에 해당하는 간호사 모두 해당 역량에 대한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 단계의 간호사 수행도 중 가장 높은 것으

로 확인된 ‘프리셉터 역할’, ‘환자(가족) 교육’ 역량의 경우,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는 각각 3.01, 2.99로 프리셉티를 교육하고 환자가족을 교

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는 교육

자적 역할 관련 역량(‘프리셉터 역할’, ‘환자[가족] 교육’)에 대한 중요

도 또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포커

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프리셉터 역

할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며, 환자(가족) 교육 역량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한 것은 상

급 초보 등급 간호사가 환자 교육보다는 간호 처치와 관련된 간호업무

를 주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의 조직사회화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유능 단계와 전문

가단계의 간호사보다 낮으므로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가 보다 빠르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관심과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11],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7]. 특히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서 적임자로 되어가는 경험

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는 환자간호의 바탕이 되는 탄탄하고 반복적인 

이론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약리, 생리, 병태 등을 포함하여 

정교하고 구체적이며 실감나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18]. 즉 

여러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필요로 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

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별 중

요도와 수행도 분석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역량은 순환기장애 환자간

호, 약품관리, 응급상황 대처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

거로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첫 번째 역량인 순환기장애 환자간

호에 대한 내용은 ‘나는 심혈관계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연관지

어 실제 간호문제를 발견하는 판단 능력을 갖고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고혈압, 저혈압, 흉통, 부정맥, 심전도 이상 소견 등)’이다. 내과계 

병동간호사의 임상경력 단계별 실무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상급 초

보 등급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전도의 이해와 간호’라는 주제하에 임

상 사례별 경험을 나누고 간호상황에 따른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19]. 본 연구에서도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으며 ‘심전

도의 이해와 간호’ 주제하에 문제중심 강의, 사례연구, 사례별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역량인 약품관리 역량

은 ‘나는 투약오류 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 활동과 투약과 관련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한다’이다. 이를 근거로 약품관리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과계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투약지식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21]. 해당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교육요구를 파악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는데, 용량주입기계사용법, 약물흡입기사용법, 인슐린투여방

법의 혈당측정기 사용법과 인슐린 주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

였고 교육 후 간호사의 업무자신감과 투약지식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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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해당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et al. [20]에 의하면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 그룹

은 항암제 프로토콜 이해, 혈당변화에 따른 인슐린 용량조절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단순 투약 

관련 지식 교육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강화가 필요한 마지막 역량으로 확인된 응급상황 대처 

역량은 ‘나는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

로 동원하여 상황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한다’이다. Kim et al. [20]에 따

르면 응급상황 관리는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는 물론 모든 경력 간호

사 그룹에서 교육 요구도가 높은 주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급간호’가 가장 필요한 교육주제

라고 한 연구결과[22]와도 일치한다. 이에 응급환자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시뮬레이션 기반 응급기도관리 주제의 시뮬레이션 교

육이 효과적일 것이다[23]. 

상급 초보 등급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은 강의와 프리

셉터에 의한 교육이 주된 방법인 신규간호사와는 달리 문제중심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19].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교육 시설과 공간, 교수 인력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상급 초보 등급에 해당하는 병동 2-3년차 경력 간호사에

게 필요로 되는 역량을 확인하여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

고, 중요도-수행도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가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병동 2-3년차 경력간호사의 간호역량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역량은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약품관리, 응급상황대처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약품관리, 응급상황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병동 2-3년차 경력간호사의 간호역량의 항목은 

병동 상급초보 등급 간호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도구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로 도출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역량들

은 상급 초보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지역별, 병원규모별, 경력별로 세분화한 반복 연

구가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기장애 환자간호, 약품관

리,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 제공 후 해당 역량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효과 평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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