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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정책, 의료시장 개방화 압력 등

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이경숙, 2003),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르는 의료서비스의 강화,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계층의 비대, 승진과 보상체계의 문제, 전문적인 지식 및 기

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등 경영 및 인력관리 상의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김익화, 1998). 이에 많은 병원들은 의사결정

을 신속히 하고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의 자율성

과 창의성을 높이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른 처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복자, 2005).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의 간호조직은 개방체계로써 상위체계

인 병원조직의 목적에 부응하고 동시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해서 병원 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근래에는 소수의 병원들이 획기적으로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기업과 진취적인 기업들이 신입사원의 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 외 전문단체에 훈련을 의뢰하는 것

과 같이 신입 간호사의 팀 정신 함양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

에 의뢰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2-5년간 일반 대기

업과 진취적인 조직에서는 기업확장과 질적 향상을 위한 인

력 중심의 조직문화의 변화를 도입하고 획기적인 생산성과를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기에 한계를 느끼던 

중 다양한 대상의 경험자들에 의해 팀 정신 함양이 검증된   

외부의 전문 프로그램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으며 몇 병원들

은 의사와 경력 간호사, 병원의 고위 전문가와 행정자들에게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변화를 위한 동기유발이 선행되

어야 한다. 특히 신입 간호사들은 3-4년간의 익숙한 학교생활

에서 벗어나 병원이라는 새로운 조직 환경으로 옮겨가는 과

도기에서 현실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김옥현, 윤지인, 

2000; 윤명림, 1994; 최선숙, 1996). 그러므로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원으로 사회화되는 첫 과정에

서 예비교육은 필수적이며,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병원 간호조직이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한 사람이 조직의 유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도훈련과 직무 오리엔테이션(이정애, 1997)의 성격

을 지닌 예비교육이 더 중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건강관리 체

계 하에서 모든 간호지도자에게 있어 신입 간호사 예비교육

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김미애 등, 1998; 김창희 등, 2000).

신입 간호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고 바람직하게 적응

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이나 갈등을 경험하

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함

과 동시에 사기저하, 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참여의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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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직무만족도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장

기간 지속되면 이직으로 확대되어(김정희, 박성애, 2002) 결과

적으로 간호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게 된다(양남

영, 2003; 유옥임, 2000).

일반적으로 신입 간호사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

스 요인에는 인간관계, 간호지식 및 기술의 부족, 근무환경의 

변화, 근무 계획 등이 있다(임상간호사회,1993). 이러한 요인 

중에서 간호지식과 기술의 부족, 근무환경, 근무계획 등은 신

입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훈련으로 다루어지지만, 대인관계

나 역할갈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경험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다. 직장내 훈련을 받은 직후 신입 간호사들은 역할기대

에 대한 인식은 잘 되어 있었으나, 갈등해결 방안과 동료로부

터의 환영, 자신이 병원에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 역할모델

의 일관성에 대한 역할 전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 요인으로 신입간호사 예비교육 

내용 중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

으며 (유옥수, 1996), 조직은 이들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관심이나 배려,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등이 역부적인 

것으로(유옥임, 2000)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예비교육 과정에서 간호업무는 

구성원 전체의 팀 정신에 의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문직임을 임용 전 신입간호사가 인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입 간호사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간호의 팀 구성원으로 생동감 있고 적극적

인 태도를 지닌 간호제공자가 되는데 필요한 팀 정신을 직접 

경험시키는 한 방법으로 직장 외 교육훈련에서 신입 간호사

들이 경험한 팀 정신의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직장 외 교육 

훈련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다양한 신입 간호사 예

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 간호사가 직장 외 교육훈련을 통하

여 경험한 팀 정신의 내용을 파악하여 시술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직장 외 교육훈련을 통해 신입 간호사가 경험한 팀 정신의 

핵심 범주와 범주화 과정을 기술한다. 

• 직장 외 교육훈련을 통해 신입 간호사가 경험한 팀 정신의 

범주와 범주별 개요를 기술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입 간호사들이 직장 외 교육훈련 을 통해 경

험한 팀 정신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 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 2개 대학부속병원에 신규 채용 후 신

입 간호사 예비교육 과정에서 직장 외 교육훈련을 받은 신입 

간호사 47명이었다.

직장 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본 연구에서 신입 간호사들이 참가한 직장 외 교육훈련은 

일반 기업체의 다양한 직급자에 대한 팀 정신 고취를 목적으

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1박 2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조

직의 팀 정신을 중시하는 군인정신을 기반으로 일반 조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자의 팀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있었

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 진취적인 행동력 강화, 인내와 

극기 향상, 조직력의 강화와 일체감의 조성 및 조직의 목표달

성과 생산성 확립에 있었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훈련

은 정신훈련과 신체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훈

련 내용은 1박 2일간 기상에서 취침까지 일체의 개별 행동이 

금지된 군 훈련의 특성을 지닌 제식훈련과 체조, 고공에서 뛰

어내리는 레펠, 다소 험한 산행 및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훈련 담당자는 모두 과거의 해병대 출신으로 1인의 교육대장

과 6명의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확인한 결과 지난 7년간 2000여명

의 훈련생 중 1건의 사고 없이 진행되었으며, 철저히 참가자

들을 관찰하며 훈련의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었다(www.mcdi.co.kr 2006).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신입 간호사 예비교육 과정 

중 1박 2일 간의 직장 외 교육훈련에 참여한 간호사 50명에

게 개방형의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이중 47부가 회수되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1박 2일 간의 훈련을 마

친 직후인 2006년 2월 10일 대상자들에게 개방형의 질문을 

제시한 후 시간제한 없이 기록하도록 하였다. 평균 기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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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categorizing

은 약 50분 이었으며, 기록한 분량은 A4용지 1-4장 이었다. 

개방형의 연구질문은 ‘팀 정신 훈련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무

엇입니까?’ 이었다.

훈련의 전 과정은 다소 강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설문에 임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므

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훈련을 맡았던 훈련자가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설문에 참여

하고, 솔직하게 기술하도록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훈련기간 중의 일들을 잠시 생각한 후에 자유롭게 자가보고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자가보고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한 줄씩 읽어

내려 가면서 Seaman과 Verhonick(1982)의 내용분석 방법과 

Strauss와 Corbin(1990)의 개방부호화 과정을 통하여 실시하였

다. 자료의 내용분석 과정에서 첫 단계는 설문지 서술 내용에

서 분석할 의미 있는 진술문을 선택하였고, 둘째 단계는 진술

문으로부터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 하였다. 셋째 단계는 개념

들이 지니고 있는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입 간호

사들이 인식한 팀 정신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2인의 교수가 진술문의 의미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동의한 부분을 모아 개념을 도출한 후 점차적으

로 추상성을 높여가며 범주화 한 후, 대상자의 경험을 전체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다른 1인 교수의 의견을 통해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전체내용 중의 의미를 재고하면서 조정하거나 일부 

삭제하였다. 또한 1년 전 동일한 교육에 참가하였던 3명의 

남,녀 간호사들을 면대면 상담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개별 심층면담이나 반복 만남의 기

회가 불가하여 자가보고식 진술문에 의거한 분석에 한하여 

연구결과를 적용 시 제한점을 지닐 수 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문을 근거로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

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와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

복하였으며,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던 질적 연구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일치도를 높였다. 또한 1년 전 동일한 교

육을 경험하였던 3인의 남,녀 간호사들과의 면담에서 경험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 연구결과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 47명의 교육수준은 3년 혹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로 남자 2명(2.1%), 여자 45명(97.9%)이었으며, 연령 분

포는 21세부터 3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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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y 1: Companion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Statement

동료의식

친밀감

ㆍ가까워짐
ㆍ즐거움
ㆍ친해짐
ㆍ사랑을 느낌

ㆍ힘든 훈련 속에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 진 것 같아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ㆍ그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며 즐겁게 보냈다
ㆍ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ㆍ동기들과 친해지고 사랑을 느끼는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동료의 소중함

ㆍ동료에 대한 인식변화
ㆍ동료애
ㆍ주고받은 도움과 사랑
ㆍ배려심

ㆍ동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ㆍ짧은 생활이었지만 함께한 동기들과 동기애를 나눌 수 있었다
ㆍ또한 동기들과 서로 도움으로 동기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며.
ㆍ공동체의 일원으로 동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동료간의 결속력
ㆍ끈끈한 정
ㆍ결속력
ㆍ화목함

ㆍ우리가 끈끈한 무언가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ㆍ동기간의 결속력과 끈끈함을 더욱 강화시켰던 기회였다
ㆍ이번 해병대 교육을 통해 우리 동기들 모두가 소중하고, 우리 

서로가 돕고 화목하고 사랑해야 팀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범주1의 개요

힘든 훈련을 함께 하면서 서로 가깝고 친해졌으며 사랑을 느끼고 즐겁게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료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또한 훈련 중 서로 도우며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과 동기애가 싹터 동료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서로 돕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끈끈함으로 동료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어 팀 전체가 잘 되어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Table 2> Category 2 : Interdependency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Statement

상호의존성

어려움을 함께함

ㆍ동료가 있음에 감사
ㆍ유대감
ㆍ성취감
ㆍ자신감
ㆍ함께함의 가치

ㆍ동료들과 함께해야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고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다
ㆍ물론 일상과 다른 새로운 규율, 신체 훈련 등이 힘들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150여명의 동기들과 함께 유대감도 느끼고
ㆍ두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기들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ㆍ함께하는 동료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힘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뿐 아니라 새로이 시작되는 
직장생활에서도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힘 북돋음
ㆍ버팀목
ㆍ상호보완
ㆍ응원

ㆍ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ㆍ훈련 시간동안, 동료들과 함께 이끌어주고 의지하고, 부축해줘가며 

서로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ㆍ부족하면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보충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ㆍ훈련 중 가끔 내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때마다 

곁에 있는 동료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범주2의 개요 

갑자기 일상과 전혀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생활과 강도 높은 각종 신체훈련 등을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했다는 것, 또한 훈련 중 힘들어하는 동료를 서로 돕고 부축하며 이끌어 주고 필요할 때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는 등 
상호간의 힘 북돋음을 주는 동료 간의 유대감이 있었기에 힘들고 지친 몸과 두려운 마음을 다시 일으켜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

신입 간호사가 인식한 팀 정신

 팀 정신의 핵심 범주와 범주화 과정

자료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핵심 범주인 ‘자신과 팀의 

위상 업그레이드’가 도출 되었다. 대상자들이 팀 정신 훈련을 

통해 진술한 내용에서 먼저 의미있는 개념을 도출한 후 

<Figure 1>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팀 정신의 범주와 범주별 개요

첫째 범주 ‘동료의식’은 3개의 하부 범주인 친밀감, 동료의 

소중함, 결속력과 11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의 

개요를 <Table 1>에 기술하였다. 둘째 범주 ‘상호 의존성은 2

개의 하부 범주인 어려움을 함께함, 힘 북돋움과 8개의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의 개요를 <Table 2>에 기술하였

다. 셋째 범주 ‘공동체의 소중함’은 3개의 하부 범주인 공동

체의 규칙준수, 협동심, 일치단결과 7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의 개요를 <Table 3>에 기술하였다. 넷째 범주 

‘공동체와 개인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4개의 하부 범주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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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y 3 : Importance of community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Statement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의 
규칙 준수

ㆍ생활태도 점검
ㆍ공동생활 규칙

ㆍ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배울 수 있었다
ㆍ함께하는 법들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고

협동심
ㆍ함께함
ㆍ공동체 우선

ㆍ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ㆍ혼자서보다는 전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ㆍ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고 싶다

일치단결
ㆍ하나됨
ㆍ행동통일
ㆍ순응감

ㆍ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행동할 때 150명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ㆍ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ㆍ열심히 하려는 이에겐 용기와 더 잘 해야겠다는 mind를, 남보다 덜 

하려는 이에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잘 해야 겠다는 mind를 
심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ㆍ○○기관의 동기들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범주3의 개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규칙 준수를 배우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함께 일하고 구성원간의 협동심을 익히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행동하면 공동체가 통일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Table 4> Category 4 : Future growth of myself & our community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Statement

공동체와 
개인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다짐

ㆍ미래자아상
ㆍ적극적인 삶 
  다짐

ㆍ나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면 분명 멋진 
우리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래, 해보자’ 저도 이런 정신으로 매사에 충실히 살며 ○○기관의 

자랑스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전형성의 동기화
ㆍ비전 확인
ㆍ비전동일시

ㆍ우리기관의 ○○, ○○ 등 윗분 들이 이 교육을 함께 받으셨는데 
나도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같은 조직에서 협력하여 내 
이상을 펼치고 싶다

개인의 전문성    
향상

ㆍ자신의 위상확인
ㆍ전문성 계발

ㆍ이제 우리들도 ○○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일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돕고 전문성을 길러야하며

조직에의 
기여와 헌신

ㆍ부서 간 원활한
  네트워크
ㆍ기여와 헌신
   다짐

ㆍ○○조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ㆍ아자! 아자! 파이팅!

범주 4의 개요

매사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겠다는 자신의 태도를 다짐하고, 직장 선배들과 
같이 조직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과 동일시하여 자기발전을 이루려는 동기유발이 되었으며,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부합되는 전문성을 향상시켜 전문가로써의 태도와 능력으로 조직의 내부ㆍ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자신이 기여하고 헌신하고 싶다.

성원으로서의 자기다짐, 비전형성의 동기화, 개인의 전문성 

향상, 조직에의 기여와 헌신과 8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범주의 개요를 <Table 4>에 기술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동료의식과 상호의존성,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와 개인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총체적인 의미로 

핵심 범주인 ‘자신과 팀의 위상 업그레이드’가 도출되었다.

범주 ‘동료의식’의 하부 범주에 친밀감, 동료의 소중함 및 

동료 간의 결속력이 있었으며, 하부 범주 ‘친밀감’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가까워짐, 즐거움, 친해짐, 사랑을 느낌이 도출된 결

과는 팀 정신이 고양된 구성원은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적이며 높은 자부심으로 개인의 능력향상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Parker(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부

분이 많았다. 하부 범주 ‘동료의 소중함’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동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동료애, 주고받은 도움과 사랑, 배

려심이 도출된 것은 팀웤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도움

을 지원하고 타인의 관심사와 성취도를 인정하는 가치관을 

중시한 Parker(1994)의 입장과도 많은 일치성을 보였다. 또한 

하부 범주 ‘동료 간의 결속력’를 구성하는 개념에는 끈끈한 정, 

결속력, 화목과 사랑이 나타났다. 반면 Abramson과 Mizrahi 

(1986)가 타 학문 간의 협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팀 구성원

간의 마찰이나 한 분야의 주도적인 지배, 전문 분야 간의 방

어나 갈등, 전문직간의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기술한 결과를 

보면 팀웤을 형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면 본 연구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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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김나리(2001)

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팀 빌딩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구성원

의 높은 연령과 직위, 낮은 학력으로 나타나 구성원의 높은 

학력이 지닌 상이한 사회화 과정은 팀 형성의 장애요인이 되

므로 훈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유사한 결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팀웤이 이루어지려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

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동료의 소중함을 인

식하여 끈끈한 정으로 결속력이 강화되어 팀 전체의 분위기

가 화목하고 동료의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도출된 범주 ‘상호의존성’의 하부 범주에는 어려움을 함께

함, 힘 북돋움이 있었다. 하부 범주 ‘어려움을 함께함’을 구성

하는 개념으로 동료가 있음에 감사, 유대감, 성취감, 자신감, 

함께함의 가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조글리오(2003)가 소속

감과 자신감, 자긍심이 팀의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한 것과 같은 개념들을 지니고 있었다. 팀 이란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하는 집단이므로(심중경, 1998; 

Katzenbach & Smith, 1993; Scott & Walker, 1995), 팀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결과에 만족하는 유대감이 중요하다. 하부 범주 ‘힘 북돋움’을 

구성하는 개념에는 버팀목, 상호보완, 응원이 있었으며, 이 결

과는 팀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기술한 심중

경(1993), Scott와 Walker(1995), Kinlaw(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범주인 동료의식과 상호의존성이 지닌 하부 범

주와 개념들이 대다수 정서적인 영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

으며, 이는 Ginsverg(1994)가 기술한 팀의 역량을 구성하는 사

회적 역량을 많이 대변하고 있었으며, Scott와 Walker(1995)나 

Kinlaw(1995)이 제시한 팀 역량의 내용인 친밀성과 상호신뢰, 

팀원 간의 소속감, 응집력, 조직에의 몰입, 자부심과 리더십 

공유 등과 같이 주로 감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유사성이 높

았다. 김미영(2006)도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변화를 통한 리더

십으로부터 시작되며, 자신의 리더십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팀원들이 각종 강도 

높은 훈련을 동료와 함께 했다는 점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상호간의 지지와 응원으로 힘 북돋움

을 주고받으며 상호의존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기술

하였다.

도출된 범주 ‘공동체의 소중함’의 하부범주에 공동체의 규

칙 준수, 협동심, 일치단결이 있었다. 하부범주 ‘공동체의 규

칙준수’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생활태도 점검, 공동생활 규칙

이 도출된 결과는 공동체에서의 규칙준수로 팀 구성원들이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원칙을 익혀서 팀의 효율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Burke(1988)의 연구결과와 높은 일치를 보였다. 

하부범주 ‘협동심’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함께함과 공동체 우

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

여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함으로써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심중경, 1998). 또한 조직 내의 다학제간 

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을 통한 협동심의 발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동하, 1997; 

Abramsom & Mizrahi, 1996), 하부범주 ‘일치단결’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하나 됨, 행동통일, 순응감이 도출된 결과는 팀원들

이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팀 역량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일치단결이라는 McGrath, Mcmilan와 Venkataraman 

(1995)등의 주장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팀원들이 공동체의 법

을 지키고, 전체 속에서 개인을 인식하여 함께 일하고, 한마

음 한 뜻으로 행동하면서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도출된 범주 ‘공동체와 개인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하부범

주에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다짐, 비전형성의 동기화, 개인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에의 기여와 헌신이 있었다. 하부범주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다짐’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미래자아상, 

적극적인 삶 다짐이 도출되었다. 하부범주 ‘비전형성의 동기

화’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비전확인, 비전동일시가 도출된 결

과는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팀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며(심화

섭, 1988),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하고 최우선 목

표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조글

리오(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성이 높았다. 또한 다학제간 

팀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의사소통하게 되고(Crowell, 2000), 결과적으로 일관된 목

표를 향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충족시키는 팀 역량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는 McGrath, Mcmilan과 Venkataraman(1995)의 입장과도 유사

성을 보였다.

하부범주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자신

의 위상확인, 전문성개발이 도출되었다. 이는 구성원 각자가 

기관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전

문성을 확장하고, 나아가 기관의 발전 방향에 자신을 개방하

되 신분의 상승보다는 자기 계발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전

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맥스웰(2002)의 팀 플레이어의 정신

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전문적 능력이 조직 

내의 다학제간 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한 

김동하(1997)와 Abramsom과 Mizrahi(1996)의 연구결과와의 유

사성도 높았다. 하부범주 조직에의 기여와 헌신’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부서 간 원활한 네트워크, 기여와 헌신 다짐이 도출

되었다. 이는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워크에 대한 태도형

성이 중요하다는 심화섭,(1998)의 연구결과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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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상자들은 기관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 기관내의 선배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

고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개인적 

이상을 펼치고 싶은 발전방향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

신의 위상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문성 계발의 필요성을 절

감하였으며, 기관 내에서 전문가들의 상호협력으로 내부 고객

과 외부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조직의 활성화

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직장 외 교육을 통해 경험한 

팀 정신은 직장 내에서 강의나 토론식 교육위에 더 적극적으

로 간호사들이 자신과 조직의 위상향상에 집중하게 하여 간

호조직에의 소속감과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간

호전문직의 인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

후에도 신입 간호사 교육목표에 따른 직장 내,외적 환경을 함

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용 전 신입 간호사의 팀 정신 경험에서 나타

난 팀 정신의 핵심 범주와 범주화 과정을 기술하고, 범주별 

개요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

울 2개 대학부속 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채용되어 오리엔테이

션 교육의 한 부분으로 1박 2일간의 강도 높은 직장 외 교육

훈련에서 팀 정신 교육을 받은 간호사 47명이었다. 자료 수집

은 교육 직후인 2006년 2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팀 정신 

훈련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완전 개방형의 

연구 질문에 자가보고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

석은 Seaman과 Verhonick(1982)의 내용분석 방법과 Strauss와 

Corbin(1990)의 자료부호화 과정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미 있는 진술문에 기초하여 핵심 범주인 ‘자신과 팀의 위

상 업그레이드’ 외에, 총 4개의 범주, 12개의 하부 범주 및 

3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 임용 전 신입 간호사의 팀 정신 경험에서 도출된 4개의 범

주는 ‘동료의식’, ‘상호의존성’, ‘공동체의 소중함’ 및 ‘공동

체와 개인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나타났다. 

• 범주를 구성하는 12개의 하부 범주는 친밀감, 동료의 소중

함, 동료 간의 결속력, 어려움을 함께함, 힘 북돋움, 공동체

의 규칙준수, 협동심, 일치단결,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다짐, 

비전형성의 동기화, 개인의 전문성 향상, 조직에의 기여와 

헌신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외부의 전문 훈련기관과 간호부서가 연계한 다양한 팀 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임용 전 신입 간호사에 대한 팀 정신 경험이 훈련 후의 근

무태도와 업무효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 경력 간호사들 대상의 직장 외 교육훈련으로의 확대 실시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나리 (2001). 병원조직구성원의 팀빌딩(Team Building)에 대

한 지식과 태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동하 (1997).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서 학문간 팀 협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미영 (2006). The ultimate leadership task: Self-leadership. 리

더십 웤샵의 발표 내용,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미애, 김혜숙, 최선숙, 김이영, 안영희, 한미정, 김순희, 공성

화, 장수련, 김수영 (1998). 신규간호사 에비교육에서 실습

지도자(Preceptor)의 교수 효율성(Teaching Effectiveness) 

연구. 임상간호연구, 3(2), 5-33.

김복자 (2005). 일 종합병원 간호부서의 조직구조 재설계 전

후 조직성과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11(2), 195-207.

김옥현, 윤지인 (2000). 신규간호사 예비교육 효과분석. 순천

청암대학논문집, 24, 1-28.

김익화 (1998). 병원 인력 구조조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간호

행정학회지. 춘계학술대회

김정희, 박성애 (2002). 일반간호사의 대처전략이 조직 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8(1), 97-106.

김창희, 김혜숙, 조혜성, 이순옥, 함형미, 박미미 (2000). 신규

간호사 배치후 교육시 프리셉터쉽 적용 사례연구. 성인간

호학회지, 12(4), 546-559.

맥스웰 존 (2002). 전형철 옮김. 모든 팀이 원하는 팀플레이

어. 서울. 청우.

심중경 (1998). 팀 조직에서의 직무만족도, 조직 몰입도, 업무

협조도, 팀제 이해도에 관한 연구. (A 도시가스 공급회사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심화섭 (1998). 팀의 핵심역량과 팀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

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전남.

양남영 (2003). 프리셉터 교육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업무수행

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 서울.

유옥수 (1996). 신규간호사의 계획된 예비교육이 역할전이에[ 



직장 외 교육훈련을 통한 신입 간호사의 팀 정신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2008년 6월 115

Team-Spirit Experiences for New Nurses 
through off-the Job Training

Shin, Mi-Ja1)․Ahn, Sung-Hee2)․Lee, Mi-Aie3)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College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Team-Spirit training in new nurses.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open-ended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received from 47 new 
nurses who had finished team-spirit training for 2 da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derive the 
core-category, categories and concepts of Team-Spirit training for new nurses. Result: The care category identified 
in new nurses trained in Team-Spirit was upgrade myself and our team. The following 4 categories also emerged; 
companion, interdependency, importance of community, and future growth of myself and our community. The 
derived 12 subcategories were intimacy, importance of companions, binding, partaking in difficulties, empowerment, 
observing rules, cooperation, consensus, self-pledge as a subordinator, motivating vision formation, developing 
professionalism, contribution and devotion. The 34 concepts were derived from the new nurse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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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eam-Spirit Training for nurses could contribute to companionship, 
interdependency, importance of community, and future growth of oneself and the hospit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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