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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직무교육 참여동기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또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 종합병원 간호사 345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5일부터 18일까지였다. 연구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Bonferroni 사후검정,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직무교육 참여동기는 ‘전문역
량 향상과 개발’이 높게, 개인이익과 직업 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직무교육 요구도는 전문간호 영역은 병원감염관
리와 심폐소생술이 가장 높았고, 호스피스와 재활간호가 가장 낮았다. 직무교육 참여동기는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준,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문간호영역의 직무교육 요구도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에 대
한 직무교육 요구도로 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간호 영역과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주제로 한 교육프
로그램을 계획하고, 참여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함께 임상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
며, 병원 차원의 교육공가 지원 등 직무교육관련 다양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임상간호사, 직무교육, 참여동기, 요구도, 조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nurses’ participation motivation, its influence factors, and their job 
training need. A survey was conducted on 345 nurses of general hospitals in Gyeonggi-do.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5th to 18th, 2016 and was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Bonferroni post-test, and multiple 
regressions using SPSS 21.0. Participation motivation was high in ‘expertise capabilit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nd low in personal gain and job stability. Job training need was the highest in nosocomial 
infection management and CPR and was the lowest in hospice and rehabilitation nursing. Participation 
motiv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clinical 
experience, and was influenced by the job training need of professional nursing and medical knowledge for 
disease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lan medical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job training 
effectiveness, establish a strategy to increas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xpand various job train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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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의 양  팽창은 의료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다양

성과 근용이성의 정 인 향을 주었으나, 한편으로

는 간호인력의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하 다. 간호인력의 부족 상은 근무조건이나  

보상이 상 으로 열악한 소병원을 심으로 심화되

었으며, 정부는 간호사부족 상에 한 안으로 간호

학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도화하 으나 실 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변하는 의료환경속에서 의료기 이 성장하고, 구성

원들이 발 하기 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요구

된다[2]. 다양한 의료인력  간호사는 최일선에서 24시

간 동안 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요

한 인력으로 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간호사들

의 교육과 훈련은 무엇보다 요하다 할 수 있다. 즉, 간

호사 직무교육은 간호사들에게 보다 효과 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갈수 있도록 업무와 련된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 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간호의 질 향상과 환자안  리에 그 목

이 있다. 간호사들은 한 직무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  만족감을 증

진시킬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응할 

수 있게 된다[3]. 

그런데 간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간호 실무를 반 하고 

보강하는 지식, 기술, 가치, 믿음, 태도 등을 총체 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운 되고 있는 간호사를 

한 계속교육 로그램은 문  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 교육으로 최신 

간호지견에 한 이론  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간호 질 향상, 사례연구, 친 교육 등 간호업

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증진시키기 

한 직무교육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속 교육에 한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학습 동기를 

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4].

DeSilets[5]는 문 인 개선  발 , 문  서비스, 

동료 학습과 상호작용, 개인  이익과 직업안정, 문가

 책임과 성찰의 동기 요인에 의해 교육에 참여하며, 이

러한 동기 요인들의 정도는 간호사의 연령, 직 , 학력,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Aucoin[6]은 계속교육의 참여는 문성향상, 개인 인 

이익, 새로운 지식, 환자 돌 의 증진, 지속 인 능력 향

상을 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하 고, Han & Lee[7]는 

간호사의 계속 교육에 한 참여 동기는 간호사의 연령, 

경력,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

다. 이처럼 간호사 계속교육 로그램은 개인에 따라 다

양한 참여동기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섭[8]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가하는 

동기가 있고, 동기는 어떤 목표를 향해 방향이 주어지고 

활성화된 행동의 과정으로서 행동을 조 한다고 하 다. 

실제 백 기의 연구에서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

이 높아지고, 지속  참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9]. 이 듯 지식과 기술이 변하는 의료시스템안에

서 상자의 안 을 도모하고 간호의 문성을 향상시키

기 해서는 간호사들의 참여동기 고려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병원 간호부서 주 으로 실시되는 직무교육은 

주로 조직의 요구에 따라 구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교육이 신입간호사 교육에 집 되어 있다. 반면, 

경력간호사의 경우는 근무경력에 따라 능력과 경험의 차

이가 있어 교육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요구의 차

이를 악하지 않은 상태로 실시되고 있다[10,11].  

부분의 병원에서는 직무교육 운 을 한 산의 확보 

부족, 직무교육 담부서와 인력확보 부족, 간호사의 교

근무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시간 배정 등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12].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 같은 직무교육

이 간호사들에게 만족을  때 간호의 질이 향상[13]되고 

직업만족도가 증가하므로 직무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해 직무교육 수용도를 높여  수 있는 교육내용, 

방법 ,강사의 선정과 교육 시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2,14]. 즉, 직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자욕구   간호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처

하기 해 직무교육요구도를 악하여 교육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간호사들의 요구가 잘 반 된 

로그램이 개발되어 보 되었을 때, 최상의 교육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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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직무교육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수 

교육과 련하여 간호사의 요구도 반 의 필요성에 한 

연구, 간호사의 보수교육 참여 동기와 만족도 평가에 

한 인식에 한 연구 등[4] 보수교육에 한 연구가 부

분으로 직무교육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직무교육 참

여동기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직무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략 마련  질 간호 제공에 기

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일 종합병원애 근무하는 간호사들

이 인지하는 직무교육 참여동기와 요구도를 악하여 향

후 간호사 직무교육 로그램 개발 시 기 자료로 제공

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직무교육 참여동기를 악한다.

∙간호사의 직무교육 요구도를 악한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참여동기와 

직무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악한다.

∙간호사의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일

반  특성과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 종합병원 간호사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

한 간호사를 상으로 임의표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0월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다.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 방법을 

기 으로 유의수  .05, 효과크기는 간크기인 .25, 검정

력은 .95로 하 을 때의 최소 상자 수가 167명이 산출되

었다. 이를 근거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체를 상으

로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345부 회수 되었고,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3.3 연구도구

3.3.1 직무교육 참여동기

간호사의 병원 계속교육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해 

1979년 Grotelueschen, Kenny, Harnish에 의해 최 로 

개발된 ‘참여동기 척도(PRS: Participation Reasons Scale)’를 

Kim[15]이 수정·보완한 구조화된 30개 문항의 척도이며, 

문역량 향상과 개발, 문 인 서비스제공, 조직몰입과 

성찰, 상호학습과 교류, 개인이익과 직업 안정성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타당성을 높이

기 해 연구자 1인을 포함한 6인의 문가 집단을 통해 

병원 상황에 맞게 문항,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Likert식 7  척도로 자가 보고식으로 평가

하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교육 참여 동기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ɑ=.84 
이었고, Kim[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9 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2 이었다.

3.3.2 직무교육 요구도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교육 요구도는 Lee[12]가 

개발한 도구를 Kwak[16]이 수정∙보완한 구조화된 23개 

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간호분야 15문항, 질병치료에 필요

한 의학  지식 역 8문항으로 구성하 다. 도구의 타당

성을 높이기 해 연구자 1인을 포함한 6인의 문가 집

단을 통해 병원 상황에 맞게 문항,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Likert식 5  척도로 자가보고식

으로 평가하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교육 요구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Kwak[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2 이었다.

3.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 병원 임상시험 연구 윤리 원회의 승인

(IRB 승인번호: 임의연 2015-34)을 받은 후 시행하 다.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의 참여가 자발 으로 이루어지

고 연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

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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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로그램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 으며, 구체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직무교육 참여동기  요구도 정

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연

구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를 계수를 산출하 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참여동기와 요구

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

은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간호사의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Female 333(96.5) 　
Male 12(3.5) 　

Age(yr)

21≤ ≤25 87(25.3)

31.1±6.78
26≤ ≤30 110(32.0)
31≤ ≤35 57(16.6)
36≤ 90(26.2)

Marital status
Single 231(67.0) 　
Married 114(33.0) 　

Education
3-yr college 115(33.3) 　
Bachelor degree 192(55.7)
≥Master degree 38(11.0)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1~<5 142(41.3)

8.28±6.33
5~<10 75(21.8)
10~<15 55(16.0)
15~20 51(14.8)
≥20 21(6.1)

Type of work 

unit

Medical unit 106(34.2) 　
Surgical unit 76(24.5)
Intensive care unit 49(15.8)
Operation/ Recovery unit 42(13.6)
Emergency unit 10(3.2)

Others(OPD
†
,KU

‡
) 27(8.7) 　

Working   

Shift

Full time 37(10.7)
Shift working 308(89.3)

Rising 

academic 

future plan

Yes 266(77.1)

No 79(22.9)

Voluntary 

participation

Yes 137(39.7)
Usual 170(49.3)
No 38(11.0)

Satisfaction of 

education
3.17

†= outpatient unit, ‡=kidneyuni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cipants
(N=345)

성별은 여성이 333명(96.5%)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 연령은 26-30세가 11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평

균 연령은 31.1±6.78세 다. 결혼은 미혼 231명(67.0%), 

기혼 114명(33.0%)이었다. 교육수 은 학사과정이 192명

(55.7%)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사 115명(33.3%), 석사

이상 38명(11.0%) 순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미만이 142

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8.28±6.33이었으며,  근

무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106명(34.2%)으로 많았고, 다음 

외과계 병동 76명(24.5%)이었다. 근무형태는 교 근무가 

308명(89.3%), 상근 37명(10.7%)이었다. 향후 학력상승 

계획유무에 해서는 ‘ ’가 266명(77.1%)이었고, ‘아니

오’ 79명(22.9%)이었다. 교육에 자발  참여여부는 ‘ ’가 

137명(39.7%), ‘보통’ 170명(49.3%), ‘아니오’ 38명(11.0%)

이었고, 병원직무교육 만족도는 5  만 에 3.17 이었

다.

4.2 병원간호교육 참여동기

간호사의 병원 간호교육에 참여동기는 <Table 2>와 

같다. 참여동기는 체 평균 5.26(±1.07)으로 간보다 조

 높게 나타났으며, 하부 요인별 ‘ 문역량 향상과 개발’ 

5.44(±0.99), ‘ 문 인 서비스제공’ 5.32(±1.03), ‘조직몰입

과 성찰’ 5.27(±1.08), ‘상호학습과 교류’ 5.20(±1.09), ‘개인

이익과 직업 안정성’ 5.09(±1.13) 순으로 문역량 향상과 

개발이 다른 하부 요인과 비교했을 때 비교  높게 나타

났으며, 개인이익과 직업 안정성이 비교  낮게 나타났

다. 세부 으로 평균이 높은 세 문항이 문역량향상과 

개발 요인에 속하 으며, 문항으로는 ‘새로운 간호 발

에 뒤지지 않고 따라 가기 해’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두 번째로 ‘업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기 해’로 5.60으로 높았다. 세 번째로 높은 것은 ‘나의 

지식과 기술을 간호활동 요구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해’와 개인이익과 직업안정성 요인의 ‘자신의 문  발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해’로 5.58의 평균을 나타냈다. 

평균 하  3개  2개가 개인이익과 직업 안정성의 요인

에 속하 으며, 가장 평균이 낮은 문항은 ‘개인 인 재정

수익 가능성을 높이기 해’로 4.62로 나타났고, 두 번째

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해’ 4.70, 세 

번째로는 상호학습과 교류요인의 ‘간호실무에 한 동료

들의 생각에 의해 자극 받기 해’로가 4.99의 평균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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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lement
Chronbac

h’s α
M±SD

Profession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α=0.944 5.44±0.99

1
To develop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in the work
5.60±0.98

2
To develop expertness necessary for the 

quality of work performed
5.54±0.97

3
My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better 

meet the needs nursing care activities
5.58±0.95

4
In order to become more proficient in 

nursing
5.41±1.06

5 To keep up the development of new nursing 5.61±0.95

6
To develop a high level of competence they 

need to do their jobs
5.28±0.98

7 To maintain quality of service level of care 5.30±0.97
8 To maintain my current capacity 5.24±1.05

9
It is a professional role in smoothing the 

perspective of practice
5.42±1.01

Professional Service α=0.931 5.32±1.03

10
In order to effectivel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atient
5.28±1.01

11 To improve the patient for expertness 5.30±1.05

12
In order to be able to better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atient
5.24±1.05

13
To increase the potential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the patient
5.42±1.01

14
To improve the service independently of the 

care
5.36±1.04

Collegial Learning and Interaction α=0.909 5.20±1.09

15
For the mutual exchange of opinions and 

expertise with colleagues
5.34±1.05

16
Engaged in the profession to share the idea 

with my colleagues
5.16±1.12

17
For learning by other experts and 

interaction
5.34±1.06

18
To get excited by the thought of a fellow 

nursing practice
4.99±1.16

Personal Benefits and Job Security α=0.911 5.09±1.13

19
To improve their chanc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5.58±0.96

20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personal 

financial profit
4.62±1.33

21

In order to consider the important thing 

about my current professional nursing 

responsibilities

5.37±1.06

22
To improve the stability a personal career 

for the current position of the nursing
5.03±1.11

23 To help your family and those around 4.71±1.19

24
To cultivate leadership skills for my 

professional
5.23±1.10

Professional Commitment and Reflection α=0.928 5.27±1.08

25
To determine the value of the nursing 

responsibilities
5.21±1.08

26
To further immersed in my work as an 

expert
5.44±1.05

27
In order to maintain its identity as a 

profession
5.37±1.08

28 To improve the professional image as 5.26±1.05

29
In order to evaluate the direction of 

professional 
5.28±1.13

30 To limit Consider the role as a nurse 5.03±1.12
Total α=0.972 5.26±1.07

<Table 2> Participation Reasons Scale  (N=345) 4.3 전문간호영역의 직무교육 요구도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구도는 <Table 3>과 같

다. 역별 직무교육 요구도는 병원감염 리와 심폐소생

술이 5  만 에 4.32(±0.71) 으로 가장 높았고, 응 간

호 4.24(±0.66), 환자간호 4.19(±0.78), 심 계간호 

4.08(±0.80), 스트 스 리 4.02(±0.90) 순으로 높았으며, 

호스피스간호 3.42(±0.88), 재활간호 3.28(± 0.8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Question M±SD ranking

1 Hospital Infection Control 4.32±0.71 1

2 CPR 4.32±0.71 2

3 Emergency Nursing Care 4.24±0.66 3

4 Critical Care Nursing 4.19±0.78 4

5 Cardiovascular Nursing 4.08±0.80 5

6 Stress Management 4.02±0.90 6

7 Dialysis Patient Care 3.99±0.79 7

8 Diabetes care 3.91±0.72 8

9 Ability to communicate 3.88±0.84 9

10 Ostomy Wound Care(WOC) 3.84±0.86 10

11 Evidence-based Nursing 3.83±0.83 11

12
How to improve teamwork of medical 

personnel
3.80±0.86 12

13 Cancer Care 3.79±0.82 13

14 Hospice care 3.42±0.88 14

15 Rehabilitation Nursing 3.28±0.85 15

Mean±SD 3.90±0.45

<Table 3> The level of demand in continuing 
education(I)                      (N=345)

4.4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직무교육 요구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

구도는 <Table 4>와 같다. 역별 직무교육 요구도는 

‘산,염기 균형과 ABGA 독에 한 이해’가 5  만 에 

4.23(±0.70) 으로 가장 높았고, ‘해당 질병의 치료요법에 

한 지식‘ 4.22(±0.63), ‘약물투여와 그 약리작용  부작

용’ 4.21(±0.70), ‘체액, 해질 불균형의 치료에 한 이

해’ 4.21(±0.69) 순으로 높았으며, ‘특정질병과 식이요법

과의 계’ 3.74(±0.5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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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RS JE(I) JE(II)

M±SD t orF(p M±SD t orF(p M±SD t orF(p

Gender
Female 5.32±0.78

.533
3.90±0.46

.559
4.11±0.52

.843
Male 5.18±0.80 3.82±0.34 4.14±0.38

Age(yr)

21≤ ≤25
 a

5.18±0.77
6.02(<.001)

b＜a,c , c＜d

3.86±0.45

2.55(.055)

4.09±0.49

0.47(.701)
26≤ ≤30

 b
5.17±0.79 3.83±0.45 4.08±0.56

31≤ ≤35
 c

5.41±0.77 3.94±0.45 4.18±0.56

36≤ 
d

5.58±0.73 3.99±0.45 4.10±0.47

Marital status
Single 5.23±0.77

8.76(<.003)
3.87±0.45

2.92(.088)
4.09±0.51

0.78(.379)
Married 5.50±0.79 3.96±0.46 4.14±0.54

Education

3-yr college
 a

5.18±0.79
3.20(<.042)

a,b<c

3.83±0.48

2.09(.125)

4.08±0.56

2.05(.130)Bachelor degree
b

5.36±0.80 3.93±0.44 4.15±0.51

≥Master   degree
c

5.51±0.65 3.95±0.41 3.97±0.43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1～<5
 a

5.17±0.75

5.77(<.001)

a,c,<e,d

3.83±0.44

3.18(<.013)

a,c,<e,d

4.10±0.50

0.37(.829)

5～<10
 b

5.19±0.84 3.85±0.46 4.06±0.58

10～<15
 c

5.49±0.75 3.92±0.44 4.15±0.58

15～20
 d

5.66±0.72 4.07±0.43 4.15±0.40

≥20
e

5.58±0.72 3.99±0.52 4.07±0.58

Type of work unit

Medical unit
 a

5.31±0.77

0.75(.589)

3.90±0.44

2.77(<.018)

a,b<c

4.08±0.47

0.37(.829)

Surgical unit
 b

5.20±0.82 3.91±0.47 4.10±0.45

Intensive care unit
 c

5.44±0.77 4.02±0.47 4.19±0.43

Operation/ Recovery unit
 d

5.28±0.71 3.76±0.33 3.94±0.69

Emergency unit
e

5.50±0.85 3.84±0.51 4.01±0.36

Others(OPD
†
,AKU

‡
)
 f

5.26±0.89 3.69±0.49 4.24±0.72

Working Shift
Full time 5.45±0.89

1.22(.269)
3.82±0.47

1.16(.282)
3.91±0.68

6.07(<.014)
Shift working 5.30±0.77 3.91±0.45 4.13±0.49

Rising academic 

future plan

Yes 5.36±0.77

3.39(.066)

3.92±0.46

2.50(<.011)

4.13±0.50

3.18(.075)No 5.18±0.82 3.83±0.41 4.01±0.57

No 5.23±0.78 3.75±0.46 4.00±0.75

<Table 5> The Participation Reasons Scale and On the Job Educ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5)

Question M±SD ranking

1
Acid, base understanding of balance and 

read ABGA
4.23±0.70 1

2 Knowledge of the therapy of the disease 4.22±0.63 2

3
Drug and its pharmacological effects and 

side effects
4.21±0.70 3

4
Body fluid, electrolyte imbalance 

understanding of the treatment
4.21±0.69 4

5
Fluid, electrolyte and fluid understanding of 

the therapy
4.19±0.69 5

6
Knowledge of the test and the diagnosis for 

the disease
4.16±0.64 6

7
Generators before their condition of 

sickness, menstrual
3.90±0.74 7

8 Relationship between diet and disease specific 3.74±0.79 8

Mean±SD 4.11±0.52

<Table 4> The level of demand in continuing 
           education(II)(N=345)

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참여 동기 및 요구도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참여동기와 직무교육 

요구도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직무교육 참여동기는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연령이 ‘36세 이상’의 간호사가 ‘21세∼25

세’인 간호사 보다 참여동기(F=6.02, p<.001)가 높게 나타

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에서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

인 간호사보다 직무교육 참여동기(F=8.76, p<.003)가 높

게 나타났다. 교육수 에 따른 분석에서 석사이상의 간

호사가 학사학 , 3년제 졸업 간호사보다 높은 수 을 나

타났다. 경력에 있어서 '15년 과 20년 이하‘ 간호사20

년 이상간호사와 ‘1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직무교육 

참여동기(F=5.77, p<.001)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 을 나타냈다.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구도는 임상경력, 근무부

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 있어서 '15년 

과 20년 이하‘ 간호사가 ’20년이상‘ 간호사와 ‘15년미만’

의 간호사보다 직무교육 요구도(F=3.18, p<.013)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 을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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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s 1.051 .377 　 2.790 .006***

Age(26≤ ≤30 vs 21≤ ≤25) .022 .116 .013 .188 .851

Age(31≤ ≤35 vs 21≤ ≤25) -.018 .172 -.009 -.105 .917

Age(36≤ vs 21≤ ≤25) .100 .251 .055 .397 .692

Marital status(Married vs Single) .066 .096 .040 .688 .492

Education(Bachelor degree vs 3-yr college) .033 .084 .021 .390 .697

Education(Master degree vs 3-yr college) .092 .151 .037 .609 .543

Total clinical experience(5～<10 vs 1～<5) .006 .122 .003 .047 .962

Total clinical experience(10～<15 vs 1～<5) .237 .196 .110 1.212 .226

Total clinical experience(15～20 vs 1～<5) .106 .261 .048 .408 .684

Total clinical experience(≥20 vs 1～<5) .296 .315 .074 .941 .348

The level of demand in continuing education(I) .616 .090 .352 6.884 .000
***

The level of demand in continuing education(Ⅱ) .421 .077 .279 5.474 .000***

R2=0.330, adj. R2=0.305, F=12.825, p=0.000***, DW = 1.950
**
:p<0.01, 

***
:p<0.001

<Table 6>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Clinical Nurses in Job Training                   (N=345)

환자실간호사가 내과계병동, 외과계병동, 응 센터, 수술

실(마취회복실), 외래간호사보다 직무교육 요구도(F=2.77, p<.018)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구도는 근무형태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형태가 상근직인 간호사가 교 근무 

간호사보다 직무교육 요구도(F=3.25, p<.012)가 높게 나

타났다.

4.6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서 유의성을 보인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 임상경력 등을 가변수 처리한 후,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구도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

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교육 참여동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합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한 Durbin-Watson

의 통계량 값은 1.950으로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 이하로 다 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선

정된 독립변수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 임상경력 등

의 변수는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001),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

구도(p<.001)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구도(p<.001)는 직무교육 참여동기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간

호 역의 직무교육 요구도(B=0.616)와 질병치료에 필요

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구도(B=0.421)가 높

을수록 직무교육 참여동기도 높아졌다.

5.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일반  특성  간호교육 참

여동기와 직무교육 요구도를 악하여 직무교육의 효율

성을 높이고 직무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교육에 참여동기를 측정한 문항은 

Grotelueschen등에 의해 개발된 참여 동기 척도(PRS)를 

미국 간호사를 상으로 참여 동기 척도(PRS)를 이용한 

DeSilets[5]가 분류한 문항으로 사용하 다. 

요인 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문역량 향상과 개발

이 5.44  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것은 개인

이익과 직업 안 성에 한 요인으로 5.09 으로 나타냈

다. 선행연구인 DeSilets[5]와 Aucoin[6], Han & Lee[7], 

Kim[15]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균이 가

장 높은 요인은 문역량 향상과 개발이었고, 가장 평균

이 낮은 요인은 개인이익과 직업 안 성에 한 요인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한 Cervero[17]의 연

구에서는 문역량 향상 개발과 문 인 서비스제공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을 때 제일 높은 동기요인으로 나

타났다. 세부항목으로 30문항 가운데 평균 상  3개를 보

면 2개가 문역량 향상과 개발의 요인에 속하고, 1개는 

개인이익과 직업 안정성의 요인에 속하 다. 평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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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항으로는 ‘새로운 간호 발 에 뒤지지 않고 따라 가

기 해’가 5.6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에서 요

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해’가 5.60 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세 번째로 높은 문항은 ‘자신의 문  발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해’가 5.58 의 평균을 나타냈

다. Aucoin[6]의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을 차지한 ‘업

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해(6.40)’

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로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고. 

김은정[15]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간호 발 에 뒤지지 않

고 따라 가기 해(5.57)’가 가장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으

며, 두번째로 높은 평균으로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간호

활동 요구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해(5.53)’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평균 하  3개  2개가 개인이

익과 직업 안 성 요인의 문항에 속하 으며, 가장 평균

이 낮은 문항은 ‘개인 인 재정 수익 가능성을 높이기 

해(4.62)’로  나타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해(4.71)’, ‘간호실무 련 동료들의 생각에 의해 자

극 받기 해(4.99)’항목도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상

으로 교육 참여 동기를 분석한 연구[6,7,15]에서도 본 연

구와 일치하 다. 간호사가 간호 직무교육에 참여 하는 

데에는 복합 인 동기가 작용하지만 개인  이익이나 직

업의 안정성 보다는 문직으로서의 향상과 발 을 이루

기 해서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직

무교육 참여동기에 보다 큰 심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 

간호사 직무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여겨 참여동기에 한 

심이 상 으로 었다.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간호사 

개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직무교육의 효과

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병원 차원의 교육 

공가 지원 등이 확 되어야 하며, 간호사 직무교육이 간

호사 개인은 물론 간호사가 속한 조직과 많은 환자들에

게 도움이 된다는 을 인식하고 소비가 아닌 투자로서

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구도는 역

별로 병원감염 리   심폐소생술, 응 간호, 환자간

호, 심 계간호, 스트 스 리, 호스피스간호, 재활간

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감염 리에 한 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이 응 상항에 처하기 

한 업무를 우선 순 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 문간호

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간호사들이 문간호사에 한 인

식이 많아지면서 간호사 스스로도 자신의 분야에서 문

화된 간호를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

구도는 역별로 산・염기 균형과 ABGA 독에 한 

것, ‘해당 질병의 치료요법에 한 지식, 약물투여와 그 

약리작용  부작용, 체액, 해질 불균형의 치료에 한 

이해, 특정질병과 식이요법과의 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학  검사와 검사결과 독을 한 지식이 우선 

순 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이 환

자의 치료과정을 악하여 총체 인 간호를 제공하기 

한 노력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 병원 리자들은 병원 

내 교육 로그램으로 국한되지 않는 의학 인 치료과정

을 포함한 구체 인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간호사들의 교

육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의 차이에서 연령이 높

을수록 참여동기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

록 병원 직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존의 

연구[5,7,15,18]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신규 간호사들은 실무경험이 어 이론  학식만으로 

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면 경력이 

많을수록 환자에 한 질  간호서비스 제공과 변하는 

의료의 지식과 간호기술, 새로운 의료기기의 증가로 교

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다. 

한 경력에 따른 참여 동기의 비교 분석에서 동료 학습

과 상호작용의 동기가 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보다 더욱 요한 요인이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연령의 차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5,7,15] 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문

 향상과 발 에 한 동기는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보다 더욱 필요

한 한 동기라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교의 이론  학식

과 실무 장에서의 괴리감으로 더욱 향상 하겠다는 

으로 해석된다.

학력의 차이에서 분석 해 보면, 동료 학습과 상호 작용

에 한 동기가 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

가 3년제 간호 학 졸업이나 4년제 간호 학 졸업의 학

력을 가진 간호사 보다 더 높은 결과로 DeSilet, Han & 

Lee. Kim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5,7,15]. 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직무교육 참여동기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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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에서 보다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

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Jang의 연구[19]와 일치한다.

근무 부서에 한 참여동기의 차이에서는 응 실이 

환자실, 내·외과계병동, 수술실(마취회복실), 외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 실은 내원환자의 증도 증

가와 응 실 과 화 상의 심화 등 국내 의료계 상황은 

응 실 간호사의 업무를 더욱 과 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어 간호사에게 응 간호에 한 지식과 기술력뿐만 아

니라 상태변화가 심한 상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사정과 

여러 진료과들과 연계된 간호 재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 보호자와의 계조  등이 복합 으로 요구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9]. 

학력 상승 계획에 한 여부의 차이에서는 참여동기

가 학력 상승을 계획하고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보

다 높았다. 이는 강제 이지 않은 것에 해 교육  열의

가 있다는 것은 학습 지향 인 성향이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되며, 문  향상과 발 의 동기가 높다는 선행연

구[20,21]와 일치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요구도를 살

펴보면 경력에 따른 직무교육 요구도는 문간호 역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15년 이상 경력

을 가진 상자가 4.07 으로 1-5년 미만 경력자(3.83 )

나 5-10년 미만 경력자(3.85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경력 1년 이하의 교육 요구도가 유의하

게 높다고 보고한 Lee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 으나

[22,23],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상자가 1-5년 미만의 

경력자보다 교육요구도가 높다고 보고한 Lee의 연구와

는 일치하 다[24]. 본 연구에서 15년 이상 경력자의 교

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의 부족함을 더욱 실하게 느끼며 새

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교육 참여동기는 문역량 향

상과 개발 요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 결혼유무, 교육

수 ,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직무교육 요구도는 임상경력, 근무부서, 향후 학력상승 

계획유무, 근무형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문직으로서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민감하

게 처하기 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보수교

육, 실무교육 등 간호사 직무교육 계획 시 상자들의 참

여동기와 교육 요구도를 반 하여 직무교육 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교육 참여동기는 문간호 역의 직무교육 요

구도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에 한 직무교육 

요구도로부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와 미국간호사 모두 보수교육을 참여하는 목 이 문

인 실무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25,26,27]. 그런데 간호사가 환자 진

료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해 필요되는 보수교육 

 실무교육은 본인의 필요성에 선택하는 학원 교육이

나 문교육과정에 비해 참여동기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28].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이수에 

해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화를 내거나 압박감을 느낀

다고 하 다[29]. 따라서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개발하

고 운 하는 기 에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태

도가 정 이고, 자발 인 방향으로 환될 수 있도록 

교육요구도와 임상단계를 고려한 체계 인 교육개발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한편 본 연구 상

자들은 직무교육의 참여동기에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 임상경력 등은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13년 4월 28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면 실시

됨에 따라 년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효력이 정

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결혼유

무, 교육수 , 임상경력에 계없이 간호사로 업무에 종

사할 경우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을 심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자들이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객 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양  연구방법이 아닌 질  연구방법으로 참여이

유와 직무교육 요구도를 밝히기 한 탐색  연구를 제

언한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 보다 다양한 

상자를 확보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들의 직무 교육 요구도를 반 한 다양한 

직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칙무교육에 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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