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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서 2012년에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실시된 간호사 보수교육 자

료를 분석하여 2012년 4월부터 전면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4,086건의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165,759

명의 자료를 SPSS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보수교육 프로그램,면허취득경과기간을 기술통계,면허취득경과기

관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를 t-Test,ANOVA,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를 살펴보면,2008년에 비

해 2012년의 보수교육 이수자는 27.6% 증가하였고,개발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수는 61.0% 증가하였다.보수교육 이수

자의 78.6%는 40세 미만이며,89.5%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실시된 보수교육 내용 중 임상간호 내용이  

65.6%로 가장 많았고,보수교육 유형 중 82.6%가 기관개발교육이었다.이수자의 면허취득경과연수에 따라 보수교육 

프로그램,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의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면허취득경과연수가 길수록 근무지

가 병원이 아닌 기타기관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많았고 이수한 교육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직무역량이 증가하여 경력

단계별 교육내용 요구도 파악 및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간호사 보수교육,보수교육 프로그램,보수교육 실시기관,보수교육 내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Data of Continuing Nursing Education(CNE) in Seoul 
from 2008 to 2012. The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Seoul Nurses Association. Descriptive statics, 
t-test, ANOVA were performed using SPSS 12.0 program for a total of 165,759 subjects’ data. The number of 
continuing education recipients increased about 28% by the year of 2012. Over 50% of subjects worked at 
advanced hospitals and about 80% of subjects received education in self-developed program type. According to 
years since licensed, more than half(55.5%) of the subjects were under 7 years since licensed, followed by 
4-6years since licensed(18.5%), 2-3years since licensed(16.2%), and 1year since licensed(9.7%).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tent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workplace, type of continuing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current trend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nurses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continuing nurs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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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인은의료법제25조1항에의거하여최 로면허

를취득한후3년마다그실태와취업사항을보건복지부

에신고해야하며,년간8시간이상의보수교육을이수한

의료인에 한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2013년4월28일의료인면허신고제가 면실시되어

의료인이취업상황,근무기 지역,보수교육여부등

을3년마다보건복지부장 에게신고해야 하며,면허신

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효력이 정지되

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1].

MinistryofHealthandWelfare(2013)따르면2013년

4월28일일 신고기간내의료인면허보유자 69%가

면허를신고하 으며,실제의료기 에종사하는의료인

수 비약128%가신고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2013

년4월28일간호사면허일 신고가마감된직후집계된

자료를 보면 간호사 면허소지자 294,599명 의료기

근무자는 120,936명이며 면허신고건수는 178,330명으로

의료기 근무자 비 147.6%로 보고되었다[1].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기 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99,976명으로의료기간근무간호사수156,393명 64%

를 차지하며,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6,119명

(26%)이며,요양기 과 액원등기타의료기 에근무

하는간호사수도44,000여명,기타의료기 에나머지수

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

에서 언 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은 간호사

의 경우 갱신의 차 없이 평생면허의 개념이었으나

재는국민건강의질향상과의료 장에서종사하기 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경력

단계 교육요구도에부응하는간호사보수교육의 요

성이 두되고 있다[3].

보수교육이란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을 해 간호사가

환자 진료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지식,기술 태도를 습득하는것으로의료법제

30조2항에따르면의료인 앙회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질향상을 하여필요한보수교

육을실시할것과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의하면

앙회장의 권한으로 보수교육 실시기 인증,보수교육

로그램 인증,보수교육자 이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지식과 기술이 변하는 의료 시

스템 안에서 환자의 안 을 도모하고,간호사의 문직

발달을 한 기 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4-5].

간호사 보수교육은 1974년 시작되어 오 라인교육으

로 운 되다가 2004년부터는 간호사들의 보수교육 근

성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개발하

여 운 하고 있다[6].

오 라인보수교육이수자는2004년86,292명,2008년

에 102,678,2012년 126,691명으로 연평균 5,312명 증가

하 고.온라인 교육 이수자도 2004년 2710명에서 2012

년 22,228명이 이수하여 연평균 증가인원은 2,289명이고,

온라인과 오 라인교육을 합하여 2012년 재 이수자는

1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7].

국내 간호사 보수교육 련 연구를 살펴보면,보수교

육 내용 방법상에서 간호사의 요구도 반 의 필요성

에 한 연구[8-11],간호사의 보수교육 참여 동기와 만

족도[12],평가에 한인식에 한연구[13]등으로간호

사개인차원의보수교육에 한연구가 부분으로간호

사 보수교육 운 기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아(2012)의 연구를 보면 간호사 보수교육 주체인

실시기 의 자격,보수교육 로그램 개발과 운 ,보수

교육 내용과 단계 등의 방향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하고있으나[3] 한간호 회의보수교육실시자료

에 한 분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면허신고제 실시 후 보수교육 상자 증가와 교육의

질 임상경력별 교육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한 기 자료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간호 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경우 2013년도

면허소지자 수 308,620명이며 한간호 회 등록회원수

171,512명 45,809명의회원을보유하여 체회원수의

26.7%를 차지하고 있어[7]서울지역 보수교육 실시자료

에 한 고찰은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간호 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최근

5년간 오 라인 보수교육 자료를 분석하여 간호사 보수

교육의 황을분석하여간호사면허신고제시 에부응

하는간호사보수교육의운 과발 략수립에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기부터 논문을 작성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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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일반 특성을 악

한다.

둘째,간호사 보수교육 로그램의 실시건수,보수교

육실시기 ,보수교육유형,보수교육내용을 악한다.

셋째,간호사 보수교육 로그램의 보수교육 실시기

,보수교육유형,보수교육내용에따른보수교육이수

자 수를 악한다.

넷째,보수교육 이수자의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로

그램의 차이를 악한다.

다섯째,면허취득경과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로그램

의보수교육실시기 ,보수교육유형,보수교육내용의

차이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기간

연구 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한

간호 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실시한 간호사 보수

교육 로그램 4,086건의 자료와 보수교육 이수자

165,759명에 한자료를분석하 다.자료수집은2013년

8월 20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다.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앙 학교 생명윤리 원회 승인

(104107-201306-HR-0035-02)을 받아 진행하 으며,

한간호 회로부터 상자의자료사용의허가를받았다.

개인정보유출과자료의보완을 해 연구자가직 자

료를분석처리하 고개인정보식별이불가능한코드화

된 자료를 사용하 다.

2.3 용어의 정의

2.3.1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1)보수교육 실시기 (Continuingnursingeducation

institution:CNEinstitution)

보수교육실시기 은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에근거

하여 한간호 회 지부(KNAandBranch),산하단체

(Affiliatedorganizations),간호 학 학회(Collegeand

Academy),의료기 (Hospitals)으로 구분하 다.

(2)보수교육 유형(Continuing nursing education

type:CNEtype)

보수교육 유형은 Korean Nurses Association

DepartmentofEducation(2013)에서 제시한 기 에 근

거하여 기 개발교육과 자격인증교육(Basic Life

Support등)은 기 개발교육(SelfDevelopededucation)

으로, 강사교육과 달교육을 달교육(Deliver

education)으로,순회교육(Extensioneducation),학술

회와세미나 워크 을학술 회(Conferences)로구분

하 다.

(3)보수교육 내용(Continuing nursing education

contents:CNEcontents)

보수교육 내용의 구분은 KoreanNursesAssociation

DepartmentofEducation(2013)에제시한교육내용별구

분기 을근거로간호와법커뮤니 이션,상담기법,

리셉터교육,리더십교육,간호부서장의역량향상,간호

와 경 등의 로그램을 직무역량(Jobcompetency)에

분류하 다.기본심폐소생술,심 도의 이해,호흡기 간

호,수술간호, 환자간호,호스피스,투석,감염 리등을

임상.분야별 간호(Clinicalfields)로 분류하 다.임상생

리,임상약리,병리 등의 기 간호과학 내용과 간호연구

와논문작성 통계,연구윤리등의간호이론/연구를기

간호과학과 이론(ScienceandTheory)으로 분류하

다. 연교실,자살 방교육,정신보건간호사 실무과정,

가정간호사 실무과정,산업장 안 리,보험심사,재난

간호,노인요양시설실무과정등을지역보건(Community

health)으로 분류하 다.

2.3.2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자 면허취득경과년수 

단계

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회원특성상간

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의 89.5%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

상간호사임을 고려하여 상자의 면허취득경과연수를

간호사 경력개발단계 분류기 을 용하 다.Benner

(1982)는StuartDreyfus와HubertDreyfus가개발한기

술습득모형(Modelofskillacquisition)을 간호사의 실무

능력발 단계에 용하고단계별로갖추어야할기술과

역량에 따라 임상간호사의 발 단계를 ‘보자(novice)’,

‘진 된 보자(advanced beginner)’,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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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숙련가(proficient)’,‘문가(expert)’의5단

계로 구분하 고[14],Jang(2002)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자 단계(입사 후 1년),상 보자단계(2-3년차),유

능한 단계(4-6년차),숙련단계(7년 이상)로 구성하 다

[15].본연구에서는Jang(2002)의연구결과를기 로하

여면허취득경과1년차,면허취득경과2-3년차,면허취득

경과4-6년차,면허취득경과7년차이상으로구분하 다.

2.4 자료분석

자료는분석은SPSS12.0통계 로그램을이용하 다.

첫째,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의 나이,근무처,면허취

득경과연수단계는빈도,백분율의기술통계를사용하 다.

둘째,간호사 보수교육 로그램의 실시건수,보수교

육 실시기 ,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은 평균,표

편차,빈도,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셋째,간호사 보수교육 로그램의 보수교육 실시기

,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의 상자 수는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넷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로그

램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사용하 다.

다섯째, 상자의 면허취득경과연수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 ,근무처,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의 차이

는 독립표본 t검정,분산분석을 사후검정(Scheffe)으로

수 별 평균차이를 확인하 다.

3. 연구의 결과

3.1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

다<Table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수자수는 총

165,759명이었으며,매년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12년도에 이수자는 38,006명으로 2008년도 29,784명에

비해 27.6%가 증가하 다.

보수교육이수자의연령은2008년도20 가15,641명

(52.6%)이었으나,2012년도에는 13,812명(36.3%)로 체

이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차 감소하 다.반면 50

이후의 이수자수는 꾸 히 증가하여,2008년도에는

체 이수자 50 이상이 1,405(4.6%)명 이었으나

2012년에는 3100명(8.1%)로 증가하 으며,특히 60 이

상이 2008년에는 4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79명으로 6

배 이상 증가하 다.보수교육이수자의 근무처는 2008

년 상 종합병원이 17,580명(59.0%),병.의원이 10,122명

(34.0)%를 차지하 으나,2012년에는 각 각 19,099명

(50.3%),12,125(,31.9%)로 약간 증가하 다.반면 액

원,산업체,보건소,학교 등을 포함한 기타 기 에 근무

하는 보수교육 이수자가 2008년 1,394명(4.7%)에서 2012

년 2,343명(6.2%)로 증가하 고,특히 미취업 간호사로

보수교육을이수한자는2008년688명(2.3%)에서2012년

4,439명(11.7%)로 증가하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자를 면허취득

경과 1년차,면허취득경과 2-3년차,면허취득경과 4-6년

차,면허취득경과 7년 이상의 단계로 구분하여 5년간의

합계자료를분석한결과면허취득경과7년차이상의 이

수자가 92,018명(55.5%)로 가장 많았고,면허취득경과

4-6년차 30,715명(18.5%),면허취득경과 2-3년차 26,909

명(16.2%),면허취득경과1년차가16,000명(9.7%)의순서

로 나타났다.

3.2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분석

간호사보수교육 로그램실시건수,보수교육실시기

,보수교육유형,보수교육내용에 한결과는다음과

같다<Table2>.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자들이 참여한

보수교육 로그램수와개최수를분석한결과이수자들

이참여한보수교육 로그램수는2008년331개,2009년

406개,2010년 420개,2011년 674개,2012년 533개로 총

2,364개의 로그램에 참석하 다.

총개최수는2008년775회,2009년856회,2010년880

회,2011년861회,2012년714개로총4,086회에개최되었

다.개최된 로그램의형태로분류하면기 개발 로그

램이 74.4%를 차지하 고, 달교육이 평균 23.8%인 반

면,순회교육과학회등은미미한수 이었다.개최된

로그램내용을 보면 총 4,086회 개최건수 간호임상분

야가2,794건(67.5%)로가장많았고직무역량내용이588

건(14.3%),지역보건이436건(10.6%),기 간호과학과이

론이 268건(6.6%)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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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n(%) n(%) n(%) n(%) n(%) n(%)

Age
(year)

20-29 15,641(52.6) 15,515(49.2) 15,057(45.5) 14,373(43.1) 13,812(36.3) 74,398(44.9)

30-39 9,014(30.3) 10,310(32.7) 11,424(34.6) 11,342(34.0) 13,781(36.3) 55,871(33.7)

40-49 3,724(12.5) 4,237(13.5) 4,844(14.6) 5,476(16.4) 7,313(19.3) 25,594(15.4)

50-59 1,359(4.5) 1,399(4.4) 1,701(5.2) 2,107(6.3) 2,821(7.4) 9,387(5.7)

≥60 46(0.1) 55(0.1) 58(0.1) 71(0.2) 279(0.7) 509(0.3)

Employment
settings

Advancedhospitals 17,580(59.0) 18,604(59.0) 19,691(59.5) 19,307(57.9) 19,099(50.3) 94,281(56.9)

HospitalsandClinics 10,122(34.0) 11,060(35.1) 10,635(32.2) 10,174(30.5) 12,125(31.9) 54,116(32.6)

Others 1,394(4.7) 831(2.6) 1,414(4.3) 2,264(6.8) 2,343(6.2) 8,246(5.0)

None 688(2.3) 1,021(3.2) 1,344(4.1) 1,624(5.9) 4,439(11.7) 9,116(5.5)

Yearssince
licensed

1year 4,251(14.3) 3,681(11.7) 2,892(8.7) 2,725(8.2) 2,451(6.5) 16,000(9.7)

2-3year 5,123(17.2) 5,561(17.7) 6,015(18.2) 5,424(16.3) 4,786(12.6) 26,909(16.3)

4-6year 5,660(19.0) 5,647(18.3) 6,172(18.7) 6,315(18.9) 6,921(18.2) 30,715(18.5)

≥7year 14,750(49.5) 16,510(52.4) 18,005(54.4) 18,905(56.7) 23,848(62.8) 92,018(55.5)

total 29,784(100) 31,516(100) 33,084(100) 33,369(100) 38,006(100) 165,759(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2008-2012) (N=165,7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n(%) n(%) n(%) n(%) n(%) n(%)

CNE

program

Numbers 331(14.0) 406(17.2) 420(17.8) 674(28.5) 533(22.5) 2,364(100)

Frequencies 775(19.0) 856(21.0) 880(21.5) 861(21.1) 714(17.5) 4,086(100)

CNE

types

Selfdeveloped 575(74.2) 624(72.9) 679(77.2) 614(71.3) 548(76.8) 3,040(74.4)

Delivereducation 186(24.0) 232(27.1) 189(21.5) 216(25.1) 150(21.0) 973(23.8)

Extensioneducation 5(0.6) 0(0) 5(0.6) 5(0.6) 5(0.7) 20(0.5)

Conferences 9(1.2) 0(0) 7(0.8) 26(3.0) 11(1.5) 53(1.3)

CNE

contents

and

level

Jobcompetency (Beginning) 80(10.3) 30(3.5) 22(2.5) 24(2.8) 87(12.2) 243(5.9)

Jobcompetency (Intermediate)105(13.5) 58(6.8) 58(6.6) 58(6.7) 37(5.2) 316(7.7)

Jobcompetency (Advanced) 6(0.8) 5(0.6) 8(0.9) 6(0.7) 4(0.6) 29(0.7)

Jobcompetency 191(27.6) 93(10.9) 88(10.0) 88(10.2) 128(18.3) 588(14.3)

Clinicalnursing (Beginning) 262(33.8) 473(55.3) 426(48.4) 368(42.7) 266(37.3) 1,795(43.0)

Clinicalnursing (Intermediate)53(6.8) 32(3.7) 20(2.3) 9(1.0) 28(3.9) 142(3.5)

Clinicalnursing (Advanced) 8(1.0) 4(0.5) 13(1.5) 2(0.2) 2(0.3) 29(0.7)

Nursingfields (Beginning) 115(14.8) 78(9.1) 118(13.4) 220(25.6) 119(16.7) 650(15.9)

Nursingfields (Advanced) 39(5.0) 50(5.8) 47(5.3) 19(2.2) 23(3.2) 178(4.4)

Nursingfields 477(61.4) 637(74.4) 624(70.9) 618(71.7) 438(61.4) 2,794(67.5)

Basicnursingscience(one) 25(3.2) 31(3.6) 29(3.3) 29(3.4) 25(3.5) 139(3.4)

Theory&Research(one) 17(2.2) 18(2.1) 25(2.8) 37(4.3) 32(4.5) 129(3.2)

Scienceandtheory 42(5.4) 49(5.7) 54(6.1) 66(7.7) 57(8.0) 268(6.6)

Communityhealth (Beginning) 40(5.2) 72(8.4) 101(11.5) 81(9.4) 88(12.3) 382(9.3)

Communityhealth(Intermediate)23(3.0) 5(0.6) 12(1.4) 8(0.9) 3(0.4) 51(1.2)

Communityhealth (Advanced) 2(0.3) 0(0.0) 1(0.1) 0(0) 0(0) 3(0.1)

CommunityHealth 65(8.5) 77(9.0) 114(13.0) 89(10.3) 91(12.7) 436(10.6)

<Table 2> Opened CNE program(2008-2012) (N=4,086)

3.3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분석

간호사보수교육 로그램에따른보수교육실시기 ,

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에 따른 이수자 분석은 다

음과같다<Table3>.간호사보수교육기 에따른최근

5년간의 이수자수를보면 병원이 107,415명(64.8%)로가

장 많았으며 산하단체가 28,600명(17.3%), 한간호 회

지부가23,573명(14.2%)으로나타났다.보수교육유형

별 최근 5년간의 이수자수를 보면 자체개발 로그램을

이수한 상자가 136,913명(82.6%)로 가장 많았으며,

달교육이 26,055명(1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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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n(%) n(%) n(%) n(%) n(%) n(%)

Institution

whereCNE

conducted

KNAandBranch 5,901(19.8) 5,109(16.2) 4,158(12.6) 4,026(12.1) 4,379(11.6) 23,573(14.2)

Affiliatedorganizations 4,158(14.0) 3,883(12.3) 6,433(19.4) 6,471(19.4) 7,655(20.1) 28,600(17.3)

CollegeandAcademy 233(0.8) 1,245(4.0) 1,431(4.3) 1,353(4.1) 1,909(5.0) 6,171(3.7)

Hospitals 19,492(65.4) 21,279(67.5) 21,062(63.7)21,519(64.5) 24,063(63.3) 107,415(64.8)

CNE

types

Selfdeveloped 24,416(82.0) 24,845(78.8) 28,221(85.3)28,231(84.6) 31,200(82.1) 136,913(82.6)

Delivereducation 4,813(16.2) 6,540(21.8) 4,433(13.4) 4,490(13.5) 5,779(15.2) 26,055(15.7)

Extensioneducation 0(0.0) 131(0.4) 216(0.7) 0(0.0) 231(0.6) 578(0.3)

Conferences 555(1.9) 0(0.0) 214(0.7) 648(1.9) 796(2.1) 2,213(1.3)

CNE

contents

JobCompetency 6,573(22.1) 3,708(11.8) 3,759(11.4) 3,727(11.2) 7,143(18.8) 24,910(15.0)

Clinicalfields 18,387(61.7) 23,100(73.3) 22,597(68.3)21,632(64.8) 22,777(59.9) 108,493(65.5)

science andTheory 2,229(7.5) 2,840(9.0) 2,982(9.0) 4,510(13.5) 3,778(9.9) 16,339(9.9)

Communityhealth 2,595(8.7) 1,868(5.9) 3,746(11.3) 3,500(10.5) 4,308(11.3) 16,017(9.7)

total 29,784(100) 31,516(100) 33,084(100)33,369(100) 38,006(100) 165,759(100)

<Table 3> Subjects numbers of CNE program(2008-2012)                                             (N=165,759)

Employmentsettings

Advanced
hospital

Hospital/
Clinics

Others none Total

n(%) n(%) n(%) n(%) n(%)

Institution
where
CNE

conducted

KNAandBranch 8,555(13.2) 10,540(16.2) 22,269(22.3) 23,573(23.6) 41,364(100)

Affiliatedorganizations 13,008(45.5) 8,911(31.1) 4,142(14.5) 2,539(8.9) 26,061(100)

CollegeandAcademy 3,247(52.6) 1,698(27.5) 401(6.5) 825(13.4) 5,346(100)

Hospitals 69,471(60.0) 32,967(33.9) 1,494(2.1) 3,483(3.2) 103,932(100)

CNE
types

Selfdeveloped 82921(60.6) 38666(28.2) 7483(5.5) 7843(5.7) 136913(100.0)

Delivereducation 9609(36.9) 14865(57.1) 485(1.9) 1096(4.2) 26055(100.0)

Extensioneducation 258(44.6) 207(35.8) 69(11.9) 44(7.6) 578(100.0)

Conferences 1493(67.5) 378(17.1) 209(9.4) 133(6.0) 2213(100)

CNE
contents

JobCompetency 14,417(57.9) 8,578(34.4) 922(3.7) 993(4.0) 23,917(100)

Clinicalfields 65,107(60.0) 36,746(33.9) 2,307(2.1) 4,333(4.0) 104,160(100)

ScienceandTheory 10,079(61.7) 4,833(29.6) 589(3.6) 838(5.1) 15,501(100)

Communityhealth 4,678(29.2) 3,959(24.7) 4,428(27.6) 2,953(18.4) 13,065(100)

<Table 4> Subjects numbers of CNE program by Employment settings(2008-2012)                 
(N=165,759)

보수교육내용에따른최근5년간의이수자수를살펴

보면 간호임상분야 내용을 이수한 수가 108,493명

(65.5%)로가장많았으며 직무역량강화 내용은 24,910명

(15.0%)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실시

기 이 한간호 회 지부교육을이수한수는2008년

5,901명(19.8%)으나 2012년 4,379명(11.6%)로 꾸 히

감소하 고산하단체의경우2008년4,158명(14.0%)에서

2012년 7,655명(20.1%)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 분석

3.4.1 근무처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분석

보수교육 이수자의 근무처에 따른 참여 실기기 을

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Table4>.상 종합병원의근

무자는 73.8%가 의료기 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에 참

여한반면의료기 을제외한기타기 에근무하는간호

사는 52.2%가 산하단체에서 실시한 로그램에 참여하

다.기타 기 이나 근무처가 무인 경우 회나 산하단

체의 로그램참여가높았으며,상 종합병원의간호사

는 타 근무처의 간호사에 비해 학이나 학회에서 개최

하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3.4%로 낮은 반면 근무처가 무

인경우9.1%로높은참여를나타내고있다.보수교육이

수자의 근무처별 참여 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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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sincelicensed
1year 2-3years 4-6years 7years Total

n(%) n(%) n(%) n(%) n(%)

Institution
whereCNE
conducted

KNAandBranch 1,938(12.1) 3,277(12.2) 3,540(11.5) 14,818(16.1) 23,573(14.2)

Affiliatedorganizations 1,566(9.8) 3,591(13.3) 4,631(15.0) 18,812(20.4) 28,600(17.3)

CollegeandAcademy 165(1.0) 714(2.7) 721(2.3) 4,571(5.0) 6,171(3.7)

Hospitals 12,331(77.1) 19,327(71.8) 21,940(71.2) 53,817(58.5) 107,415(64.8)

CNE
types

Selfdeveloped 13,045(81.5) 22,197(82.5) 25,708(83.4) 75,963(82.6) 136,913(82.6)

Delivereducation 2,744(17.2) 4,460(16.6) 4,721(15.3) 14,130(15.4) 26,055(15.7)

Extensioneducation 10(0.1) 15(0.1) 40(0.1) 513(0.6) 578(0.3)

Conferences 201(1.3) 237(0.9) 363(1.2) 1,412(1.5) 2,213(1.3)

CNE
contents

JobCompetency 1,780(11.1) 3,525(13.1) 3,443(11.2) 16,162(17.6) 24,910(15.0)

Clinicalfields 12,500(78.1) 19,486(72.4) 22,192(72.0) 54,315(59.0) 108,493(65.5)

ScienceandTheory 1,195(7.5) 2,414(9.0) 2,614(8.5) 10,116(11.0) 16,339(9.9)

Communityhealth 525(3.3) 1,484(5.5) 2,583(8.4) 11,425(12.4) 16,017(9.7)

<Table 5> Subjects numbers of CNE program by Years since licensed(2008-2012)                 
(N=165,759)

합병원과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 은 임상분야별 로

그램이수자가69.1%,68%로높았으나기타기 근무자

는 53.7%가 지역보건분야의 보수교육을 이수하 다.

3.4.2 면허취득경과년수 단계에 따른 보수교육 프

로그램 이수자 분석

면허취득경과기간을 임상간호사 발 단계(Jang,

2002)에 따른 보수교육 로그램 이수자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5>.

면허취득경과연수와 상 없이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보수교육 실시기 은 병원이었고,이수자는

107,415명(64.8%)이었다.면허취득연수가 높아질수록 병

원에서교육을이수한수는감소추세를보 는데면허취

득경과년수1년 상자는 12,331(77.1%)이었으며 7년이

상인 상자는53,817명(58.5%)이었다.실시기 산하

단체의 경우 면허취득경과년수 1년 상자는 1,566명

(9.8%)이었고 7년이상 상자는 18,812명(20.4%)로증가

함을 나타내었다.

면허취득경과년수에단계에따른보수교육내용을살

펴보면임상간호보수교육이수자는108,493명(65.5%)로

가장 많았고 면허취득경과년수 1년 상자는 12,500명

(78.1%)이었고 7년 상자는 54,315명(59.0%)로 감소하

으며,직무역량 내용에서는 면허취득경과년수 1년

상자는 1,780명(11.1%)이었고 7년 상자는 16,162명

(17.6%)로 증가하 다.

3.5 면허취득경과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특성 

분석

보수교육 이수자의 면허취득연수와 보수교육 실시기

,근무처,보수교육 유형,보수교육 내용,간호사의 보

수교육 이수기 이 자기 는 타기 에 따른 차이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6>.

먼 이수자의면허취득연수에따라보수교육실시

기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25.14,p<.001).학교

학회에서실시한보수교육을이수한간호사의면허취

득연수가 14.1±9.5년으로 가장 오래 되었고,산하단체

12.3±9.2년, 회 지부 11.7±9.5년,의료기 9.3±8.3년

순이었다.

근무처에따라이수자의면허취득연수에유의한차이

가있었는데(F=849.61,p<.001),기타기 근무자의면허

취득연수가14.2±10.1년으로가장길었고,무직12.2±10.0

년,병의원근무자10.5±8.9년,상 종합병원9.7±8.4년순

이었다.

보수교육 유형(F=221.49,p<.001)과 보수교육 내용

(F=1730.07,p<.001)에 따라 면허취득연수에 각 각 유의

한 차이를 보 다.보수교육 유형에서는 순회교육을 이

수한 상자가 19.1±9.6년으로 평균 면허취득연수가 가

장 길었으며,컨퍼런스 11.7±9.0년,기 자체 개발교육

10.3±8.8년, 달교육 10.0±8.7년 순이었다.보수교육

로그램 내용에서는 보건 지역사회 내용을 이수한

상자의 면허취득연수가 13.6±9.6년으로 가장 길었고,임

상 분야회의 교육 이수자의 평균은 9.3년±8.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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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sincelicensed(year) N Mean±SD torF p Scheffe's

InstitutionwhereCNE
conducted

KNA&Branch
a

23,573 11.72±9.49

1625.14 <.001 c>b>a>d
Affiliatedorganizations

b
28,600 12.33±9.18

College&Academy
c

6,171 14.09±9.52

Hospitals
d

107,415 9.27±8.28

Employmentsettings

Advancedhospital
a

94,281 9.71±8.35

849.61 <.001 c>d>b>a
Hospitals/Clinics

b
54,116 10.49±8.90

Others
c

8,246 14.22±10.09

None
d

9,116 12.19±10.04

CNEtypes

Selfdeveloped
a

136,913 10.33±8.78

221.49 <.001 c>d>a>b
Delivereducation

b
26,055 10.03±8.72

Extensioneducation
c

578 19.12±9.57

Conferences
d

2,213 11.70±9.04

CNEcontents

Jobcompetency
a

24,910 12.35±9.46

1730.07 <.001 d>a>c>b
Clinicalfields

b
108,493 9.31±8.31

science&Theory
c

16,339 10.82±8.72

Communityhealth
d

16,017 13.59±9.59

Internal/ExternalCNE
InternalCNE 72,173 9.03±8.11

-54.13 <.001
ExternalCNE 93,586 11.33±9.16

<Table 6> Differences of CNE’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years since licensed(2008-2012)  
(N=165,759)

가장 짧았다.

한 간호사의 보수교육 이수기 이 자기 는 타

기 이냐에 따라 면허취득연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 는

데(t=-54.1,p<.001),타기 의보수교육이수자가11.3년

±9.2년으로,자기 의보수교육이수자9.0±8.1년에비해

면허취득연수가 길었다.

4. 논의

1981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에 한 조항이 신

설되면서 보수교육에 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의료기 평가와 인증평가,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평가 등이 도입되면서 간호사 보수교

육 이수의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반 하듯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수교육 이수

자의 수는 해 년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8년에 비

해약28%가증가하 다. 한간호 회는2013년4월일

면허신고를 해 본격 으로 보수교육을 의무 으로

받을 것을 권하면서 보수교육 수요가 증가하 다. 한

간호 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면허취득자가 평균 12,000

여명증가하고,의료인면허신고를계기로보수교육이수

가필수사항이됨에따라추후보수교육이수자는더늘

어날 정이다.

이수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체이수자 50 와 60

이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20 이수자의 비율이

차 감소하 다.50 와 60 이수자의 증가는 소규모

의 병원 의원,지역 보건기 등에 근무하던 보수

교육을이수하지않던간호사들이면허신고를계기로보

수교육을 이수한 결과일 수 있다. 한 2008년 장기노인

요양보험이도입되면서요양병원개설증가로주로 년

간호사들의취업이증가하 고, 한간호 회의40-50

이상의 유휴간호사들을 재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한 것이

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반면 20 의 보수교

육이수자의비율이감소한것은신규면허취득자는증가

하 으나의료법시행규칙20조6항에의해면허취득후

첫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기 때문에 20 에서도

특히 신규간호사들의 보수교육 이수가 격히 감소하

다. 한 간호사의 이직률을 살며보면 일반간호사의 이

직률은평균16.9%로200병상미만이24.6%로가장높았

으며,1,000병상 이상 병원이 7.9%로 가장 낮다.이 신

규간호사의 이직률은 체 이직자 31.2%를 차지하고

있어20 보수교육이수자감소결과와무 하지않음을

알 수 있다[16].

간호사 면허갱신제를 시행하는 나라마다 면허갱신을

해일정시간의보수교육이수를필수 으로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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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우리나라의경우면허갱신이아닌면허신고제로

서간호사의경우연간8시간의보수교육이수가필요하

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의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간호

사들의태도에 한연구를보면미국Illinois주간호사

들의경우면허갱신을 한의무 보수교육이수에 해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화를 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 으며[20],국내의연구에서도본인의교육요구에의

해서선택하는 학원교육이나 문교육과정에비해간

호사 보수교육은 더 낮은 참여 동기가 보고되었다([21].

이러한 결과는 보수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는

주최에서향후보수교육에 한간호사들의태도가 정

이고,자발 인 방향으로 환될 수 있도록 교육요구

도와 임상단계를 고려한 체계 인 략 분석연구가

필요함을 보여 다.

국내연구에서간호사들이보수교육을참여하는목

은 문 인실무지식과기술습득을 해서라고보고

하고있고[3],이는미국간호사 상에서보수교육의이

으로참가자의83%에서지식과기술의증진이라고응

답한결과[22]와유사하다.여기서간호사들이말하는지

식과기술이란간호사개인이근무하면서필요한실무와

연 된내용을보수교육을통해배우기를원하는것으로

상할 수 있다.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경력별,근

무부서별교육요구도에차이가있었고[3], 로직 가

높아지면서병동운 상필요한지식과책임량이많아지

고독자 인 단을해야할경우가많아짐에따라직무

역량 리능력 련교육의필요성을더많이느낀다

고 보고하고 있다[11].본 연구에서도 자료의 제한으로

실제 근무경력이 아닌 면허취득연수로 구분하여 분석하

지만,면허취득경과 1년차의 이수자들이 주로 취업하

는병원과 련된임상간호를57.5%가이수하고,근무부

서와 련된 분야별 보수교육을 20%가 이수한 것은 실

제근무에직 도움을받을수있는교육을원하는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면허취득경과연수가 상승될수록

이론과 연구,지역보건 분야의 보수교육 내용을 이수하

는 비율이 상 으로 상승되는 경향은 보수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면허취득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

일 성 있는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28].그러나

각 보수교육 내용하부의 과정 수 들과 면허취득경과연

수를 살펴보면 특히 면허취득경과연수 7년차 이상인 간

호사들의34%가임상간호내용의 수 을이수한반

면고 수 은0.3%만이이수한것과직무역량내용에서

도 수 을8.0%가고 수 을1%가이수,지역보건

내용에서도 수 7.5%가고 수 을0.3%가이수하

는 등과 같이 경력단계의 상승과 함께 교육내용 측면에

서수 의상승이동반되지못함을발견할수있었다.이

러한결과를유발한원인들로는면허취득연수와경력상

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휴

간호사들의 취업이 한 요인일 수 있다.이들이 체 근

무간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하나 평균연령

이 46세,근무경력이 평균 5.3년으로[23]나이와 경력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알려진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새로운 근무지와 부서에 이직하게 되면서 장 실

무와 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므로 단계별 상승

을 지지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한 보수교육 참가를 해 병동사정을 고려하여

휴가일을허락받아야하며,지역 이동거리를고려하여

선택하는경우가있어간호사의경력단계 교육요구도

와 상 없이 보수교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본 연구결과에서 임상 장에서 경력단 없이

계속 으로간호사로서경력을 유지해가는다수의간호

사의 비율이 고 수 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

는것으로나타난것은추후보완해야할결과이다.이런

불일치의결과가개인에게는보수교육의효과 효율성,

만족도,간호사로서 지식 기술 발 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으며,보수교육을 운 하고 리하는 측면에

서도효율성을 하시킬수있는요인이될수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료기 의 경우 본기 소속 간호사를 해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타 기 에 속한

간호사에게의무 으로교육을개방하는것은10%내외

이다.의료기 의 경우 경력단계 임상분야를 비교

유사한 교육 참석자로 조정가능하므로 교육내용과 단계

를 차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산하단체에서도소속회원에게필요한교육내용과수

으로 개발하여 만족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간호 회나 지부의 보수교육은 단체의 회원을

심으로 운 되므로 참가자의 심분야인 경우도 많지

만 참여 편의성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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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과 난이도 조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참가자

의 교육만족도가 낮아 질 수 있으므로 로그램 개발을

략 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ospitalNursesAssociation(2013)의 보고서에 따르

면 간호사 근무연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력자가21.3%로나타났다.상 종합병원과병원 요

양병원에서는5년이상10년미만의경력자가가장많은

비 을 차지하는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1년 이상 3년 미

만의 경력자가 체 간호사의 24.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차 으로보수교육은의료인이 수해야하는강제

조항이아니라‘평생학습’이나‘계속 문직개발’의개

념으로 환되어야 하며[24,17],이를 해 간호사 개인

은 보수교육을 근무부서 는 경력,역량단계 등을 감안

하여자신의간호사직의발 을계획하며교육을단계

으로이수하여야하며,보수교육개발 제공자측은이

러한 상자의 요구도를 사정한 후,체계 이고 계획

인 보수교육 개발과 운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30조에서는 보수교육 실시 목 을 회원의

자질향상에두고있다.최근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간호

의핵심역량으로 인간호제공을 한교양 공지식

과 간호술의 통합 용능력, 상자 건강 개선을 한

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력 능력,간호문제 해결을 한

비 사고능력,간호 문직 발 을 한 법 .윤리

책임인식 능력,간호목표달성을 한 리더쉽 능력,간호

실무의 과학 발 을 한 연구수행능력, 로벌 보건

의료 정책변화 응능력으로 제시하 다[25].그러나 본

연구결과보수교육 로그램을보면간호사의핵심역량

체가발 될수있도록좀더다양한 로그램이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특히 국내 외국 이주 여성과 국제결

혼증가로국내에다문화가정이증가하면서[26],간호사

들의 타문화에 한 문화 인 역량 교육이 필요한 실정

이다.반면최근5년간실시된보수교육 에는다문화에

련된교육 로그램은거의찾아볼수없었으므로이

에 한 보수교육 과정의 개발은 한 가 될것이다[27].

마지막으로 보수교육은 제공되는 로그램들 에서

선택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수교육 개발과 운

주최 측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의료법 제30조 조의

무를 수해야 하고 보수교육의 리 운 의 주체인

앙회는보수교육을이수해야하는회원의경력과근무처,

요구도 등이 보수교육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보다 체계 으로 보수교육 수요를

추계하고,그것에기 하여 로그램을개발하고,보수교

육의 효과 효율성을 평가하고,결과를 보수교육운

정책에반 하는순환의고리를체계 으로 검하고발

시킴으로써 간호사들이 계속교육을 통한 문직 발

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한간호사개인은보수교육을면허신고를 한의무

인 일정 시간 이수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근무처,

경력등에근거한자기분석을통해필요보수교육을체계

으로 이수하려는 극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보수교육이수자의 데이터의

제한으로 실제 간호사로서 근무연수가 아닌 면허취득연

수를 단계의 구분하여 사용한 이라 할 것이나, 상자

의수가많은데이터이므로어느정도약 을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2012년의료인면허신고를시행하면서보

수교육의 요성이강조되고있는시 에서일개간호

회지부의최근5년간보수교육이수자료를분석함으로

써추후보수교육 로그램을개발하고운 하는데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간호사가이수한보수교육내용은간호사가주로근

무하는 임상 간호와 분야회 간호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다.보수교육 이수자는 차 양 으로 증가추세를

보 으며,이수자의 연령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근

무처 분류에서 상 종합병원에 근무자가 이수자의 50%

이상을차지하 으나,비의료기 에근무하거나근무처

가 없는 이수자의 비율이 차 증가하 다.

보수교육실시기 은 앙회와지부에서주최하는교

육은 감소하고,그 외 산하단체와 학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자 비율이 상승하 다.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 성병원외에간호사의근무지가다양하게확 되면

서 활동 간호사의 연령이 높아지고,기본 간호역량의

외에 근무 장과 연계되고 사용 가능한 간호지식에

한 요구도를 반 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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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함께 기존의 보수교육 이수 사각지 에 있던 은

규모의 병원,의원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재취업을 비하는유휴간호사등이교육을이수하는곳

은 회 지부의비율이높으므로 회에서이들을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 간호사로서 질 리 측면

에서 역할의 요성이 증 된다고 할 것이다.

보수교육을 교육내용별 수 별로 면허취득경과연수

와 비교한 결과 임상간호와 련된 교육내용이 주를 차

지하 지만 간호사들은 면허취득경과연수와 상 없이

주로 수 의교육을주로이수하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 고 과정의 이수자는 매우 어 다수를 차지하는

임상이근무지면서임상간호분야에 심을가지는간호

사들에게 합한 단계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간호사의근무처,경력등을고려한각수 별의

체계 이고 다양한 보수교육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법 의무사항을 수하기 한 일회성 보수교

육이수가 아닌 간호사로서 직업 발 을 한 평생 교

육개념을 용하여 체계 으로 리하기 한 포트폴리

오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보수교육실시기 별특성을살린차별화되고특

성화된보수교육개발과운 을제언한다. 를들어, 한

간호 회는 간호계의 비 과 미션을 제시하고 간호의 방

향을이끌수있는순회교육을, 회지부는 체간호사를

포함한 로그램을,산하단체와 의료기 은 간호사의

장과연계된최신의료동향과간호실무지식을,학회나

학은 해외 교류와 간호연구를 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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