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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understand the prioritie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vocational key competence factors in nurse who is work in Seoul and Incheon.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is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and the subjects 

were 144 nurse. we establish the vocational key competency defined i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s analytic hierarchy analysis model. The vocational key competency has 10 categories 

and 34 sub-categories. And based on the survey in nurse, the weight representing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were calculated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Result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on 10 categories showed that professional 

ethics(0.149) was higher than any other categories while that of numeracy(0.040) was at the bottom. 

And the analysis on sub-categorie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ach categories 

included the Ethical community(Professional ethics), Conflict management skills(Interpersonal 

skills), Problem solving capability(Problem-solving skills), Listening skills(Communication skills), 

Applicable technical skills(Technical skills), Ability to understand business(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Information capacity), Self-management 

skills(Self-development capability), Ability to manage time(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Basic 

math skills(Numeracy). 

Conclusions: The results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fo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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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 정보, 기술이 격

히 변화하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산업 환경을 

악하고 히 처하기 해서는 특정 공분

야의 지식 뿐 아니라 직종이나 직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처하기 한 직업기 능력을 갖춘 인

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직업 장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한 요소로 직업기 능력이 요시 되고 있다

(Kim 등, 2012). 

특히 최근 보건복지환경은 인구의 고령화, 만성

질환자의 증가, 평균수명연장 등으로 다양한 문제

를 가진 상자에 한 분야 간, 학제 간 연계의 

요성이 두되고 있어(Park et al, 2010) 특정 

공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공통 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직업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직업기 능력은 다양한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

성, 성별, 직  등에 계없이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하여 공통 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하

요소에 한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나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처

리능력 등을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Hwang 

& Park, 2016), 우리나라의 직업기 능력 요소는 

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에서 10개의 분류(의사소통능력, 수리능

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 리능력, 

인 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와 34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여 제시

하고 있다(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ational Standard).

이처럼 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능동 으로 

처하기 해 직업기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학

에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 의 하나로 교양교

육이 직업기 능력 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Kwon et al, 2015) 부분의 학교에서 10가지 

역  2-3가지 역을 선택하여 다루고 있는 경우

가 많다(Joo & Kim, 2016).

직업기 능력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한 교육과정 개발을 한 선행연구를 보면 병

원근무 실무책임자가 요구하는 보건계열학과 졸

업생의 직업기 능력 연구(Lee 등, 2013), 국가직

무능력표 을 활용한 병원행정 문인력 교육과

정 개선방안연구(Park, 2014), 치과 생사의 직업

기 능력 요구도 분석연구(Hong, 2016; Yang, 

2015), 치과기공분야에서의 직업기 능력수 과 

요구도에 한 연구(Hwang, 2012)등이 있으나 직

업기 능력을 강화하기 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는 직무수행능력단 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비

해 여 히 미흡한 실정이며 직업기 능력은 부

분의 직종에서 공통 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나 직

종에 따라 우선순 가 다를 수 있어 간호 직무에

서 요구하는 직업기 능력의 하 요소에 해 우

선순 가 구체 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한 간호

학과에서 요구되는 직업기 능력의 연구로는 간

호 학생의 직업기 능력에 한 교육요구도 분

석연구(Hwang & Park, 2016)가 있으나 이는 간

호학생의 직업기 능력의 재수 과 요도를 

악할 수 있을 뿐, 간호 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기 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간호직무 장에

서 실무자가 인식하는 직업기 능력의 요소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업기 능력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해 간호직무 장의 실무자를 

심으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기 능력

을 조사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  교육방

안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

구 상자의 NCS직업기 능력에 따른 1계층 우선

순 를 악하고 1계층 분석에 따른 2계층 우선

순 를 악하는 것을 세부 목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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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서울･인천 지역 내 의료기

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 다. 계층  의사결정 분석(A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문제해결과 련된 소수 문가

에 의해서도 상  요도의 측정이나 우선순  

결정이 가능하며, 문성과 논리  일 성이 제

되는 경우 표본의 크기에 구애 받지 않는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경우 196명이 설문에 참여한 주

역시 치과 생사의 NCS기반 직업기 능력 우선

순  연구 (Hong, 2016), 1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병원근무실무 책임자가 요구하는 보건계열학과 졸

업생의 직업기 능력 (Lee 등, 2013), 항만 물류

련 기업  연구소, 학교수의 문가21명이 설문

에 응답한 AHP기법을 활용한 항만물류기업의 직

업기 능력 우선순  분석(Park, 2014) 등을 바탕

으로 연구 상자의 크기는 탈락율을 고려하여 250

부로 하 으며 총 176부가 회수(70.4%)되었고, 이

 설문응답의 일 성에 문제가 있는 32명을 제외

한 나머지 144부(57.6%)를 최종 분석하 다. 

2.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이화여자 학교 생명윤리 심의 원

회의 심의(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2017- 

06-141-6)를 거쳐 진행하 으며, 연구 상자의 윤

리  보호를 해 자료수집  상자에게 연구

의 필요성  목 에 해 설명하 고, 설문내용

은 무기명으로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에 한 

비 이 보장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암호화된 연구자의 

USB에 보 하여 연구종료 3년 후 모든 자료를 

폐기함이 명시한 설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본 연

구자가 직  설명서에 한 동의서를 받고 설문 

 따로 분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 다. 

3.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일반  특성 7문항, 직업기 능력 

상  10개 능력군의 상  요도  각 능력단

의 하 요소의 상  요도로 구성하 다. 

일반  특성으로 성별, 연령, 병원형태, 직 , 

경력, 근무부서, 직무능력평가 이수교과목을 조사

하 으며, NCS에서 정의한 직업기 능력의 우선

순 를 도출하기 해 치과 생사의 직업기 능

력 요구도 분석연구 (Hong, 2016; Yang, 2015) 간

호 학생의 직업기 능력에 한 교육요구도 분

석연구(Hwang & Park, 2016), 병원근무 실무책

임자가 요구하는 보건계열학과 졸업생의 직업기

능력 연구(Lee 등, 2013)을 기반으로 직업기

능력 요인을 AHP분석을 한 계층모델로 분류하

고, 상 능력단  10가지 항목과 각 상 능력 단

를 구성하고 있는 하 능력 단 별로 비교

를 한 9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4. AHP기법 

계층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1970년  미국 Pennsylvania 학의 Thomas 

L. saaty교수에 의해 개발 된 다기  의사결정방

법  하나로 의사결정문제가 다수의 평가기 으

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평가기 을 계층화 하고 

계층구조를 결정하고 있는 구성요소 간 비교

(Pairwise comparision)에 의한 단을 통하여 평

가자의 지식, 경험  직 을 포착하고자 하는 새

로운 의사결정방법론이다(Saaty, 1980).

AHP는 일반 으로 4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의사결정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요소로 추출

하고 각 요소를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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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Definition

Communication skills

∙Document literacy

∙Documentation skills 

∙Listening skills

∙Language skills 

∙Basic foreign language skills

∙Ability for someone who is communicating with 

another to reach their intentions through spoken 

and written 

∙Ability to speak or write correctly through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Numeracy

∙Basic math skills 

∙Basic statistical skills 

∙Chart analysis skills 

∙Charting capabilities

∙Abilit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meaning of 

basic four operations, statistics, probabilities, 

and apply them to the work

Problem solving skills
∙Thinking 

∙Problem solving capability

∙Ability to properly recognize and resolve the issue 

properly through a creative and logical thinking

Self-development 

capability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kills 

∙Career development skills

∙Ability to manage and develop themselves in 

promoting the business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Ability to manage time 

∙Ability to manage financial resource 

∙Material resources management skills 

∙Human resources  management skills

∙Ability to check how what is needed to perform 

the task from the resources of the time, materials 

and facilities, human resources and capital 

∙Ability to collect the available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and to plan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practical work

Interpersonal skills

∙Teamwork skills     

∙Customer service skills

∙Conflict management skills 

∙Negotiation skills    

∙Leadership skills 

∙Ability to get along smoothly without causing a 

problem with people who come into contac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로 분류  구조화시킨다.  설정하여 구조화 시

킨다. 2단계는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를  비

교하여 단자료를 수집한다. AHP는 여러 속성

을 단 두개로 분류하여  비교함으로써 만약 

하 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n(n-1)/2회의 비교를 필요로 하게 되며 비교

에 사용되는 척도는 Satty가 제안한 9  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9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 하 다. 3단계는 가 치를 

단하기 해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항목의 

상 인 가 치를 추정하고 도출된 가 치의 신

뢰도를 측정하기 해 일 성비율 (consistency 

ration: C.R)을 검증한다. 

일 성비율이란 비교수행자가 얼마만큼의 일

성을 가지고 결과를 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일 성비율이 0.1미만이면 응답이 합리  일 성

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0.2이하일 경우 용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 성이 부족하여 재조

사가 필요하다(Satty, 1980). 4단계는 여러 안들

에 한 종합 순 를 도출하기 해 계층별 상

 가 치를 종합한다. 이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을 

통해 평가항목의 상  요도를 단하고 의사

결정 안의 우선순 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직업기 능력의 상 요소

의 정의와 우선순  분석을 한 계층모델은 다

음과 같다. 

<Table 1> Vocational key competencies as defin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AHP hierarch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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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Definition

Information capacity
∙Computer literacy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and to find meaningful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and to 

organize the meaningful information to do their 

tasks. 

∙Ability to manage the operational information, 

and to use this information to do their jobs, and 

to use a computer for this process

Technical skills

∙Technology literacy

∙Technology selection skills 

∙Applicable technical skills

∙Ability to understand the necessary skills including 

tools, equipment, etc. to perform the tasks 

∙Ability to select and apply the appropriate skills 

in performing their jobs

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Global competence 

∙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ystems 

∙Ability to understand management 

∙Ability to understand business

∙Ability to understand the system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the international 

trend to carry out a smooth business

Professional ethics
∙Work ethics 

∙Ethical community

∙Fundamental ethical skills required of workers 

and needed for community ethics maintained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15일부터 8

월 15일 까지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 소재 의료기 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사자 모집을 

해 의료기 을 편의표집하여 담당자에게 상자 

모집문건을 미리 보내어 승인을 얻은 후 병동게시

에 부착하 다. 이후 연구책임자가 설명문를 활

용하여 연구의 목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험성, 개인정보에 한 비 보장과 사생활 보호, 

연구과정 이라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을 충분히 설명하 으며 동의서는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식별을 방지하

기 해 설문지와 분리하 다. 설문에 자발 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여자는 작성한 설문지를 설

문지 수집 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 으며 자료

수집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  수거하 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일반  특성 분석을 해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AHP분석을 

해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계

층에 따른 우선순 를 분석하기 해 비교를 

통해 우선순 를 산정하 다. 비교에 사용한 

척도는 Satty가 제안한 9  척도를 사용하 으며, 

상  가 치를 단하기 해 고유값 분해를 

사용하여 비교 된 요소의 우선순 벡터(priority 

vector)를 계산하 고, 9  척도에서 1 의 경우 

두 요소가 동등하게 요(Equal)한 것으로 평가하

다. 이후 평가항목의 상 인 가 치를 종합하

여 종합 인 우선순 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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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본 연구 상자 144명  성별로 구분해보

면 응답자  남성은 6명(약4.2%)이며 여성은 138

명(약95.8%)을 기록하여 거의 부분의 응답자가 

여성이었으며 한편 연령으로 구분해 보면, 20  

응답자는 54명(약37.5%), 30  59명(약41%), 40  

20명(약13.9%), 50  11명(약7.6%)을 기록하여 30

 응답자의 비 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병원의 형태로 구분해보면, 가장 규모가 작은 1차

병원 종사자가 14명(약9.7%), 2차병원 113명(약

78.5%), 3차병원 17명(약11.8%)의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이들의 직 는 일반간호사 126명(약87.5%), 책

임간호사 15명(약10.4%), 수간호사 이상은 3명(약

2.1%)로 분포되었다. 한 경력과 근무부서를 살펴

보면, 경력 10년 이상의 응답자가 체의 54명(약

37.5%)이었으며, 이어서 5∼10년 경력 35명(약24.3%)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근무부서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외과계 병동 종사자가 43명(약29.9%)로 가

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특수계 36명

(약25.0%), 내과계 25명(약17.4%) 순이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6 4.17

Female 138 95.83

Age(year)

20-29 54 37.50

30-39 59 40.97

40-49 20 13.89

≥50 11 7.64

Type of work

Clinic 14 9.72

General hospital 113 78.47

Tertiary hospital 17 11.81

Work position

General nurse 126 87.50

Charge nurse 15 10.42

Head nurse 3 2.08

Work experience

1～3 years 33 22.92

3～5 years 22 15.28

5～10 years 35 24.31

 Over 10 years 54 37.50

Work place

Medical unit 25 17.36

Surgical unit 43 29.86

Special unit* 36 25.00

OPD* 18 12.50

Administration
*

8 5.56

Others
*

14 9.72

Total 144 100.00

* Special Unit = Intensive care room,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 OPD = Out Patient Department

* Other = Artificial kidney unit, hospice unit,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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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계층 분석결과

NCS 기반 직업기 능력 1계층 10개 역에 

하여 AHP 기법을 용한 결과, 이들의 CR값은 

0.0048 수 을 기록하여 신뢰도 허용 기 인 0.1을 

하회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응답을 한 것으

로 확인된다. 조사된 체 모집단을 상으로 우

선순 에 한 비교를 진행한 결과 가장 요시

되는 역은 직업윤리(0.149)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인 계능력(0.142), 문제해결능력(1.135), 

의사소통능력(1.133) 순으로 우선시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간호사의 직무 수행을 

하여 가장 요시되는 것이 윤리 인 행동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소명의식을 배경

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요한 요소

인 것으로 장에서의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후순 로 리는 요소는 수

리능력(0.040), 자원 리능력(0.061), 자기개발능력

(0.076) 순으로 하 권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석 상을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우선

순 를 측정한 결과 집단별로 응답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CR 값은 0.074∼0.0517 수 으로 

계산되어 신뢰성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무부서별 기 직업능력 우선순  분석 결과 

외과와 기타부문을 제외한 모든 근무부서에서 종

사하는 간호사들은 직업윤리를 가장 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가

장 시되는 직업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이었으며, 

기타 부문의 가장 높은 우선순 는 의사소통능력

인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3> Priority of NCS based vocational key competence
(N=144)

Total
Medical 

Unit
Surgical

Unit
Special

Unit
OPD*

Administra-
tion

Other*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Priority Ranking

Communication skills 0.133 4 0.141 3 0.142 2 0.107 4 0.118 3 0.139 3 0.191 1

Numeracy 0.040 10 0.036 10 0.039 10 0.034 10 0.051 10 0.060 7 0.043 10

Problem-solving skills 0.135 3 0.110 5 0.147 1 0.145 2 0.104 5 0.172 2 0.147 2

Self-development

capability
0.076 8 0.075 8 0.077 7 0.072 9 0.093 6 0.067 6 0.062 8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0.061 9 0.062 9 0.059 9 0.074 8 0.054 9 0.055 10 0.048 9

Interpersonal skills 0.142 2 0.146 2 0.139 3 0.144 3 0.143 2 0.111 4 0.143 3

Information capacity 0.080 7 0.084 7 0.073 8 0.087 7 0.087 7 0.059 8 0.075 7

Technical skills 0.093 5 0.112 4 0.101 5 0.091 6 0.075 8 0.057 9 0.083 5

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0.091 6 0.085 6 0.085 6 0.099 5 0.117 4 0.068 5 0.078 6

Professional ethics 0.149 1 0.149 1 0.138 4 0.146 1 0.158 1 0.214 1 0.132 4

CR* 0.004786 0.012737 0.010169 0.007467 0.05174 0.022572 0.010697

* CR = Consistency Ratio

* OPD = Out Patient Department

* Other = Artificial kidney unit, hospice unit,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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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계층 분석결과

앞서 분석한 10개 역의 기 직업능력 우선순

는 1계층에서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 는데, 이

들 역에 한 하  계층에서의 능력에 한 우

선순  역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하  계층의 AHP 분석 결과에 하여 집단별 

CR값을 살펴보고, 항목에 한 요도 순 는 

체 상의 결과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에서의 CR값은 0.0133이며 신뢰

도 허용수 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 다. 총 5가

지의 능력  가장 요시되는 능력은 경청능력

(0.311)로 나타나며, 이어서 의사표 능력(0.272), 

문서이해능력(0.183) 순으로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리능력

수리능력에서의 CR값은 0.0012로 나타나 신뢰

도 허용수 을 충족하 다. 하  능력은 두 가지

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처리능력(0.567)이 사고

력(0.432)보다 더욱 요한 능력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 능력에 한 신뢰도 조사 

결과 CR값은 0.0067로 조사되어 기 치를 충족하

으므로 응답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가장 요시되는 하 능력은 기 연산능력

(0.333), 도표분석능력(0.245), 기 통계능력(0.227), 

도표작성능력(0.195) 순으로 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기개발능력

자기개발능력의 하 능력은 총 세 가지의 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한 신뢰도인 

CR값은 0.0002로 신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요한 능력은 자기 리능력(0.376)으로 나

타났으며, 이어서 경력개발능력(0.330), 자아인식

능력(0.293)으로 우선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5) 자원 리능력

자원 리능력의 하 능력에 한 신뢰도는 CR

값이 0.0043 수 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만족되었

다. 총 4가지의 능력  가장 요한 능력은 시간

리능력(0.353)으로 분석되었고, 이어서 인 자

원 리능력(0.298), 물 자원 리능력(0.188), 산

리능력(0.161)의 순서로 요성을 인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6) 인 계능력

인 계능력의 하 능력은 총 다섯 가지의 능

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한 신뢰도 수

은 CR값이 0.0012로 나타나 신뢰도 기 을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요한 능력은 갈등

리능력(0.228)이며, 이어서 웍능력(0.217), 

상능력(0.212), 고객서비스능력(0.211), 리더십능력

(0.133)의 순서로 요성이 나타난다.

7) 정보능력

정보능력에 한 하 능력은 두 가지로 구성되

어 있으며, CR값은 0.0012를 기록하여 신뢰도 허

용수 을 만족한다. 정보처리능력(0.575)가 컴퓨

터활용능력(0.425)에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8) 기술능력

기술능력에 한 하 능력의 응답에 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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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Key Competence Sub-area Priority Ranking CR*

Communication skills

Document literacy 0.183 3

0.0133

Documentation skills 0.127 4

Listening skills 0.311 1

Language skills 0.272 2

Basic language skills 0.108 5

Problem-solving skills
Thinking 0.432 2

0.0012
Problem solving capability 0.567 1

Numeracy

Basic math skills 0.333 1

0.0068
Basic statistical skills 0.227 3

Chart analysis skills 0.245 2

Charting capabilities 0.195 4

Self-development capability

Self-awareness 0.293 3

0.0002Self-management skills 0.376 1

Career development skills 0.330 2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Ability to manage time 0.353 1

0.0044
Ability to manage financial resource 0.161 4

Material resources management skills 0.188 3

Human resources management skills 0.298 2

Interpersonal skills

Teamwork skills 0.217 2

0.0012

Leadership skills 0.133 5

Conflict management skills 0.228 1

Negotiation skills 0.212 3

Customer service skills 0.211 4

도는 CR값이 0.0035로 나타나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 능력  기술 용능력(0.393)

이 가장 요하다는 응답을 보 으며, 이어서 기

술이해능력(0.357), 기술선택능력(0.250) 순으로 능

력에 한 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9) 조직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에 한 하 능력의 신뢰도는 CR

값이 0.0079이므로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하  

4 가지의 능력  업무이해능력(0.411)이 가장 

요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조직체제

이해능력(0.273), 경 이해능력(0.194), 국제감각

(0.12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10) 직업윤리능력

 직업윤리능력은 상  10개 능력  가장 요

한 능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능력의 하

능력에 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값은 0.0012

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의 하 능력  공동체윤리(0.540)가 근로윤

리(0.460)보다 더욱 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4> Priority of vocational key competence sub-area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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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Key Competence Sub-area Priority Ranking CR*

Information capacity
Computer literacy 0.425 2

0.0012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0.575 1

Technical skills

Technology literacy 0.357 2

0.0035Technology selection skills 0.250 3

Applicable technical skills 0.393 1

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Global competence 0.121 4

0.0079
Abilit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systems 0.273 2

Ability to understand management 0.194 3

Ability to understand business 0.411 1

Professional ethics
Work ethics 0.459 2

0.0012
Ethical community 0.540 1

* CR = Consistency Ratio

Ⅳ. 논의

직업기 능력은 지식기반경제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들이 평생 고용을 보장 받기 해 습득해야 

할 필수 인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으나(Park 등, 

2010) 간호직무에 필요한 기 능력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를 상으로 직업기

능력의 우선순 를 악하여 도출된 직업기 능력 

항목에 따라 산업 장에 맞춘 간호교육과정 개발 

 운 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NCS기반 직업기 능력 상  10개요인들 간의 

분석결과 직업윤리(0.14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인 계능력(0.142), 문제해결능력(0.135), 의

사소통능력(0.133), 기술능력(0.093), 조직이해능력

(0.091), 정보능력(0.080), 자원 리능력(0.061), 수

리능력(0.040)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슷한 보건계열직군인 치과

생사의 직업기 능력 우선순 에 한 연구

(Hong, 2016)에서 인 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순으로 우선순 가 분석된 것과 

조되는 것으로 다른 직군과는 달리 간호사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개개인의 윤리의식

과 연 이 있어 올바른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도

덕  단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Park, 

& Jeong, 2013) 직종에 따라 직업기 능력 교육

과정은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재 수 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 직업기 능력 항목은 직업윤리능

력, 자기개발능력, 인 계능력으로 간호 장에

서 우선순 로 요구하는 직업기 능력과 하

게 연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우선순 에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의사

소통능력은 간호 학생의 재수 과 요도의 

차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해당능력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추가 으로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Hwang & Park, 2016). 

이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

업기 능력의 괴리도에서 문제해결능력, 조직이

해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문 , 4년제 졸 인

문･이공계열에서 공통 으로 큰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Chae & Ok, 2006), 역동 이고 복잡한 임

상에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문제를 해결하

기 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로그램 개발과 논리 이고 비 인 사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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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호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능력의 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직업기 능력  요성이 

가장 낮게 나온 수리능력은 간호 학생의 교육요

구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Hwang 

& Park, 2016; Kim 등, 2012) 간호 학생의 부

분이 이과출신으로 모집되는 것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수리능력의 기본 인 수 은 이미 습득

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업윤리의 하 요인 분석결과 업무에 한 존

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

에 임하는 근로윤리(0.459)보다 인간존 을 바탕

으로 사하며 책임 있고 규칙을 수하며 의

바른 태도로 업무로 일하는 능력인 공동체윤리

(0.540)가 높게 나타나 간호 장에서 근면하고 정

직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사정신, 책임의식, 

법성이 간호 문성에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윤리  가치 이 

생명 역, 상자 역보다 동자 역에서 의무

론 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 일치한다(Park & 

Kim, 2003). 

본 연구결과에서 외과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직업윤리의 요성이 상 으로 낮은 것은 

외과계 근무 간호사의 윤리  이슈경험이 낮은 

것과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환자의 입, 퇴원 기간

과 증도와 윤리  이슈경험이 계가 있어

(Shin 등, 2015) 추후 간호사의 윤리  이슈에 

한 경험정도를 분석하여 필요성이 높은 윤리 련 

주제를 심으로 직업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함

을 시사한다. 

인 계능력의 하 요인 분석결과 갈등 리능

력(0.228)이 가장 높은 우선순 를 보 고, 웍능

력(0.217), 상능력(0.212), 고객서비스능력(0.211) 

리더쉽능력(0.133)이 그 뒤를 이었다. 간호 장에

서 타 직종과의 인 계 어려움보다는 같은 직

종인 간호사끼리의 인 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차별이 심하다고 나타낸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

는 것으로(Byeon & Kim, 2009) 인 계의 갈등

은 직무스트 스와 이직으로 이어져 인 계로 

인한 갈등 리를 재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과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원조직이 서

열, 계층  구조 등을 시하던 수직 심에서 수

평 , 역할 심의  구조로 변화하면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갈등 리가 나타날 수 

있어 서로의 부족한 을 보완하고 시 지 효과

를 창출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웍이 요구된다(Kim, 2011).

문제해결능력의 하 요인 분석결과 사고력

(0.432)보다 문제처리능력(0.5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문제를 인식하

고 창의 , 논리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간호문제의 특성을 악하고 안을 제시, 그 결

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능력이 요시됨을 

알 수 있으며 간호는 건강 련 문제에 한 인간

의 반응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을 둔 

학문으로써 간호과정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비  사고능력이 필수 이고 이를 해 문

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치한다(Howenstein 

등, 1996). 간호교육 장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시키기 해서는 문제 심, 사례 심 등의 다양

한 학습방법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며 문

제해결능력은 간호 문직의 태도가 높을수록

(Kim, 2014), 인 계가 좋을수록, 간호학 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Ma, 2009)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문

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악

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가 서울･인

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 에 근무하고 있는 간

호사를 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체 간호사를 

표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없어 추후 국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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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할 수 있는 표본을 상으로 조사결과

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 간호사가 근

무하는 간호 부서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여 

간호 장의 부서를 세부 으로 반 한 직업기 능

력의 우선순 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NCS직업기 능

력의 우선순 를 악하고 간호 학생의 교육과

정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CS직업기 능력 상  10개 요인간의 우선

순 를 분석한 결과, 직업윤리(0.149), 인 계능

력(0.142), 문제해결능력(0.135), 의사소통능력(0.133), 

기술능력(0.093), 조직이해능력(0.091), 정보능력(0.080), 

자원 리능력(0.061), 수리능력(0.040)순으로 나타

났다. 

2. 부서별로 나 어 분석해 보았을 때, 직업윤

리, 인 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상  3개의 순

가 부분 일치하여 선정되었음을 악할 수 

있었으나, 외과 트의 경우 직업윤리(0.138)보다 

문제해결능력(0.147)과 의사소통능력(0.142)이 우

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가 인식하는 NCS직업기 능력의 1순

인 직업윤리의 하 요소는 근로윤리(0.459)보다 

공동체윤리(0.540)가 높게 나타나 간호업무를 수

행하는 윤리  딜 마보다 다양한 부서와 상자

간 력을 통해 나타나는 윤리  딜 마를 요

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NCS직업기 능력 우선순 를 악할 수 있었으

며, 간호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업윤리, 인

계능력, 의사소통능력를 심으로 간호역량 강

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이 필요하다. 

한 간호부서별로 우선시하는 상 요소에 차이

가 있었던 을 고려하여 간호 학생의 진로선택

에 맞춘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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