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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니rpose o 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areer development system fo r clinical
advancement o f nurses, so there are aimed a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 f career
development program and assisting its planning as a strateg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is persp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nature and cases
o f career development system and to present the appropriate introduction strategies
of career development system using the clinical ladder in clinical nursing field.
The career development system is a desirable one for the unification o f the
organization's desire that needs man-power to confront the rapid changes of health
care environments effectively and personal desires for the self-development and
achievements. The clinical ladder can be defined as a means o f career recognition
and reward fo r nurses who chose to remain at beside. The clinical ladder is useful
to promote and support excellence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to improve nurses'
job satisfaction.
Clinical

Nurses

can

advance

through

a

series

of

levels

based

on

nursing

competencies within career development system using the clinical ladder, so called
clinical ladder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is program, nursing administrators may
evelop

a

climate

fo r

learning

of

nursing

competency

while

promoting

pro-

fessionalgrowth and satisfaction. Based on this viewpoint, in Korean hospital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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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ystem must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 develop, evaluate, and
promote clinical nurses providing direct patient care throughout their

nursing career.

Key words • clinical career development system

I.

서

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

론

하기 마련이며, 개인의 가치가 조직의 가치
와 조화될 때 개인과 조직은 서로 만족하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의 성공적인 기업이란 좋은 인력을 보
유하고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며，또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중시되고

올바르게

활용되고 장려되는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
체제가 도래된다고 예견한 L. Thurow(1996)
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21세기에는
이러한 기업이나 조직만이 살아 남을 수 있
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조직의 내부 핵심역량의 토대가
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공
공조직이건 민간조직이건 간에 주요 과제가

은 조직에 공헌을 하는 상호 작용이 균형을
이룰 때 조직 비전과 개인 비전이 조화되고
합치된다. 이럴 때 개인은 경력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이 조직성장에 가속도를 붙게 한다
(전성용, 1996). 경력이란 한 개인이 일생동
안 직업생활(work life)과 관련하여 얻게 되
는 경험 및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이며(Hall, 1976),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
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

되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병원은 오랜 기간동안
의료제공자중심의 관습적인 병원의 조직문화
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
로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21세기의 새로
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
영진의 혁신적인 경영 사고와 강력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이러한 변화는 바로 조
직 내부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부자원으로서

되고 성과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조직은 구
성원인 개인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고，개인

간호자원은

환자를

중심에

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식현，1993).
미국의

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career

ladder(경력 사다리) 혹은 clinical ladder(임
상 계단)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간호사들의

직업적 발전이나 임상에서의 경력개발을 시
도 및 지원하여 간호인적자원을 발전시켜 왔
으며, 병원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
비스 창출에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우수한 능
력을

활용하고

있다 (MacKay,

Gratham,

두고 접근하려는 병원에게 상당한 잠재적 능

Ross, Brown, & Beanlands, 1990；Murray,

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간호자원

1993；Buchan, 1997).

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 경험은 간호사 개인

하지만 국내 병원의 경우, 경험있는 간호

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전체의 능력의 기반이

사나 신참간호사 간에 구분없이 동일한 수준

라는 점에서 간호자원의 학습능력은 조직의

의 업무와 직무교육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간호

한편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나름

경험과 전문성 수준에 따라 이들의 잠재적

간호사의

간호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여

임 상경 력 개 발 시 스 템 에

관 한 조명

결과적으로는

조직진단에서 개인행동 수준에서 흔히 나

인적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타나는 문제는 구성원과 직무와의 갈등이다.

국내 간호 문헌에서조차 간호사들의 임상경

조직구성원은 각자가 자신의 성숙과정을 거

력개발에 관한 용어나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

쳐 나가는 동안에 자기자신의 목적이나 취미

운 실정이며, 병원 간호조직 내에 인적자원

의 변화는 물론, 자기자신과 조직체에서 요

관리 차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우가 많고, 이로 말미암아 구성원의 태도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들의

나아가서는 조직체 성과에 좋지 않은 결과를

경력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외국의 문헌들을

구되는 과업행동과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경

가져 올 수 있다(이학종, 1990).

중심으로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시스템에 관

력개발이란

해 조명해 봄으로써 이를 국내병원의 간호부

통하여 만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유효성

서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개인차

있도록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다.

원의 경력개발은 자기개발을 통해 심리적 만
족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조직적 차
원에서의

n. 본

론

조직욕구와

그러므로 경

개인욕구가

경력개발은 조직목표를

경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최영선, 1993).

1. 경력개발제도의 의의

2) 경력개발의 접근
경력관리의 접근으로서 크게 개인적 차원

1) 경력개발의 목적
경력(career)이란 특정 개인의 생활에 있어

과 조직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구분하고 있

서 지속성(continuity), 순서(order) 및 의미성

는데 이 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meaning)을 부여하는 별개의 것이면서도 상

이 요약될 수 있다(표 1).

호관련된 직무활동의 연속체이다. 다시 말해

경력개발을 위한 접근에는 주로 두 가지

서 조직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축적해 온 지

차원의 경력개발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먼

식’ 경험 및 능력의 총체이다(Flippo，1980).

저 개인차원의

경력개발 모형에서

Hall &

경력관리란 한 개인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나

Nougaim(1968)은 탐색，정착, 유지 그리고 쇠

아가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총체

퇴의 4단계 경력으로 구분하였다(Hall, 1976).

라고 할 수 있으며，경력개발, 경력계획, 경력

그리고 Schein(1978)은 경력개발을

계획 및 개발, 경력개발프로그램 등의 용어

조직이 상호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보고 조직

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을 3차원의 원추형으로 파악해서 조직내부에

개인과

표 1. 경력개발 접근법의 분류 (Luthans, 1981)
조직적 차원의 접근방법 특성

개인적 차원의 접근방법
。 개인 목표 지향
» 인생단계에 대한 인식
。 자신에 대한 평가

。경력

목 표

설정

° 경력 경로 개발
O경력 진보의 평가

° 조직 목표 지향
경력계획 및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제공

。

° 경력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자 교육
° 조직개발과 직무재설계
° 특별한 경력 요구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 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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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진과 강등을 통하여 개인은 상하로 경

더불어 중점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이 필

력 이동을 하며, 여러 기능분야를 거치며 좌

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개발은 뚜

우이동을 하고 또한 내부로의

렷한 목적 하에 조직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경력 이동은

평범한 업무 수행에서 조직의 특수 업무, 비

이에 효과적인 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계

밀을 다룰 수 있는 핵심 일원의 한 사람으로

획 • 추진이 되어야 한다(이학종, 1995).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기업 혹은 조직의 경쟁력은 궁극적
으로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에 좌우되므로 기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경력개발모형 가운데
서 Alpin & Gerster(1978)의 3단계 모형은 첫

업이나 조직의 인력정책은 경영전략을 뒷받

째가 평가단계로서 구성원의 욕구와 조직의

침하는 핵심전략으로 인식되고 종합적인 시

욕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양측의 욕구를 분석

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은

하며，둘째는 준비 및 개발단계로서 목적에

다른 자원과 달리 학습을 통해 지식을 창출

따라 기술능력개발, 대인관계능력개발, 개념적

하고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고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셋째는 통합단

리고 자신의 지식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계로서 구성원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조화

조직내의 다른 자원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단

용될 수 있도록 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

계이다. 또한 Leach(1977)의 경력개발모형에

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유도

서는 경력관리를 구성원과 조직간의 시이소

함은 물론 적응력 달성에 주요 요소라고 할

(seesaw)원리로서 이해하고 구성원과 조직은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는 변화의 주체로

시이소의 두 당사자이며, 이 시이소 받침은

서 의미를

균형점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충분한 시간,

1959；권구혁, 1995).

갖는다고

할 수

있다(Penrose,

예산의 배정, 상호신뢰의 풍토, 인사담당자의
새로운 역할, 조직과 개인간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김대원, 1991).

2. 간호실무의 수월성 유지 및 증대를
위한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 방안

3) 경력개발제도의 의의

병원간의

지금까지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경력

치열한

경쟁과 조직구성원들의

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어짐에 따라 인적자

개발제도가 갖는 의의는 조직구성원의 욕구

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와 조직의 욕구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구성

더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을 병원

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이를 조

조직의 중요한 인적자원요소로 간주하여 육

직의 성과에 연결시키려는 인적자원관리제도

성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간호사들을 확보함

라고 할 수 있다. 즉 갈수록 조직간의 경쟁

으로써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증진시키는 일

이 치열해지고, 조직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화

이야말로 간호행정가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되면서

육

할 수 있다. 최상의 간호실행능력을 갖춘 간

성 • 개발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증진에 활용하

호사들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경력개발시스

고자 하는 전략적인 접근 노력 이다.

템의 개발은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조직은

인적자원을

창의적으로

종래에는 조직체에서 일하는 동안에 실무경

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양질의

험을 통하여 조직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

간호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

과 능력이 자연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조직체의

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내외환경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실무경험과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병원 내 간호조직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시스템에

관 한 조명

그리고

에서는 유능한 간호사들을 임상에 보유함으

간호사들의

임상능력을

반영하는

로써 환자간호의 질을 높이고 그 능력을 인

sta ff nurse, clin ical nurse, 및 master

정하고 보상하는

인적자원개발로서

clinician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것을 제

career ladder system 혹은 clinical ladder

일종의

시하였고, 실무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system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을

의 승진은 경험, 공식적 교육 혹은 자기지시

발전시

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자중심의 통합

적 학습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 지식과 기술

적인 간호관리전략의 일환으로 간호사의 능

을 기초로 해야지

단지 경험년수나 공식적

력개발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화

교육만 받았다고 승진해서는 안되며, 능력의

하여 인사관리시스템 속에 통합시킬 것과 임

신장에 따라 실무 수준 내와 수준 간에 둘

상간호전문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내부적 장

다 재정적 인센티브와 보상으로 임금 증액을

치로 clinical ladder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

제안했다 (Lysaught, 1970).
하지만 이때에 clinical ladder(임상적 능력

으나(장금성, 최자윤; 1997), 이에 관한 임상
간호계의 논의나 적용에 관한 국내 자료는

에 따른 단계별 수준: 임상적 계단)라는 용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개념들이
분명히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나서 간호문헌

1) 간호사의 간호능력에 따른 단계별 접근

에 clinical ladder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

배경
임상실무의 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했다.

일은 간호관리자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
며, 많은 관리 행위들이 이 목적을 위한 것

2) Clinical Ladder란 무엇인가?

이다. 간호실무에서의 능력은 개인의 업무를

Zimmer(1972) 는

직접적인

환자간호에

측정할 수 있고 업무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

clinical ladder라는 개념을 지지한 최초의 제

는 간호실무에 대한 표준을 전제로 한다. 임

안서를 냈는데, clinical ladder에 대해 “실무

상간호실무의 수월성은 간호에 대한 표준과

의 수월성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인정하는 clinical advancement system(임상

제가 된다.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성과를
개념 정

1970년에 미국의 National Commission for

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인정을 통해 경력

the Study of Nursing & Nursing Education

있는 간호사들의 보유율을 높일 수 있고, 환

(NCSNNE)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

자와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보다 높은

사들의 경력기회와 만족에 관한 조사를 실시

수준의 간호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과 결

으나, clinical ladder라는 한가지 실행만으로

근율이 작업환경에 대한 간호사들의 불만족

는 간호사 보유율이나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문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와 동시에

서 간호 실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환자배정에

호기술에 대한 현행 “차별화되지 못한 접근

서 일차간호방법(primary care method)의 채

(undifferentiated approach)”에서 벗어나 전

택, 병동단위에 적합한 업무내용，병동단위의

문성과 책임감의 증가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간호관리자가 임상적으로 전문가일 것，공식

실무 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을 주장

적인 계속교육 활동의 지원 및 전문적 • 행정

하였다.

적 보상체계와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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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그러면서도 Zimmer는 clinical ladder

3) 임상경력발전을 위한 Clinical Ladder
System의 역할과 기능

를 통해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야말로 환자 곁에 간호사를 머무르게 하고

간호사의 임상경력을 개발 및 관리하는 측

양질의 간호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면에서 clinical ladder system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Huey(1982)는 임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간호조직 차원에서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발

간호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과 보상의 수단으

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간호사들의 개인 개발

로서 clinical ladder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임

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

상적 전문성의 증가 수준이 봉급의 인상과

라에는 아직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을 개발시

같은 가시적인 보상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

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

였다.

므로 이에 관한 미국의 간호문헌들을 중심으

미국

내

대부분의

간호문헌들에서

clinical ladder system이 신규간호사 및 경력

로 살펴보기로 한다.

간호사를 동기부여시키고 간호사들의 업무기

Buchan(1997)에 따르면 clinical ladder란

술력을 높여주고, 이를 보상해 주고 임상에

간호현장 내에서 임상간호실무나 때로는 관

남아 있도록 간호사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

리，교육 및 연구 역할과 관련하여

기술과

히고 있어 clinical ladder system의 임상에의

능력의 수준들을 구별하는 등급구조이며, 이

활용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ladder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능력수준에 따

Del
career

Bueno(1982) 는
ladder(경력

clinical
계단)와

ladder 를

구분하면서，

른 임금의 범위가 있고 이 ladder에 따른 승
진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간

career ladder란 다른 직업 분류군, 예를 들

호사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그 기준 -전문적

면 LPN에서 RN으로의 직업적 발전을 의미

능력, 교육，연구활동 및 임상적 성과와 같은

하고, clinical ladder는 환자에 게 직접 간호를

것- 을 달성하려는 모티베이션에 따라 달라

제공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능력 평가 및 개

진다고 하였다.

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계층의 기준을 제시한

동부 노스캐롤리나에 있는 560 병상의 Pitt

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의 문헌들에서는 이

County Memorial Hospital(PCMH)에서는 간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추세로서

호직원개발을 위한 모델개발에 Benner의 전

임상간호사들의 경력개발 및 관리의 일환으

문적 기술 획득에 따른 5단계 분류기준을 이

로 clinical ladder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용하였다. 이 직원개발 모델을 통해 기대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단일 면허의 간호사들로

는 결과를 11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중 환자
간호표준이나 지침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areer ladder와 clinical

개념 조직화，개별화된 스탶 개발 기전의 제

ladder라는 개념을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 clinical ladder를 위한 기전의 제공, 간호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임상경력개발 시
스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스탶의 성과를 문서화하기 위한 기전을 제공

보며, 본 고에서도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Respess, 1990). 이외에도 간호사들의 임상경

상호교환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clinical

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연구 노

ladder system을 임상경력개발제도의 일환으

력들을

로 간주하고자 한다.

1987；Tissen, 1987；MacKay, Gratham, Ross,

하는

문서화, 실무 수준의

것을 포함시키고

시도해

있었다(Dunnum &

왔다(Knox,

1980； Scrima,

Brown, & Beanlands, 1990；Snyder-Halpem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시스템에

관 한 조명

& Buczkowski, 1990； Kreider & Barry,

사들을 활용하며 ③ 직접적인 환자간호활동

1993；Schultz, 1993).

에 고도로 자격을 갖춘 nurse practitioner를

이런 문헌들의 고찰 결과 간호사들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일종인

clinical

ladder

인정하고 배치하며 ©

차별화된 간호능력을

제공하며 ⑤ 성과평가의 지짐 역할을 하는

system이 미국에서는 간호능력을 개발하고

명백한 업무기대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여기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호실무능력을 평

서 명백하게 시사하는 바는 분권화된 간호서

가하는

그

비스 조직으로의 개편과 더불어 이 ladder를

시스템으로서

임상간호현장에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도입했고，이 가운데서 전통적인 간호감독의

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clinical

역할이 쓸모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일차관

ladder system 혹은 clinical career ladder

리자의 권한과 간호제공자(caregiver)의 능력

system이라 명명된

이 하나의 clinician의 역할로 결합되어 버렸

경력개발시스템을 거의

30년 가까이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

기 때문이었다.

었다. 말하자면 간호사의 능력개발 및 평가

다음에서는

이 병원의

구체적인

를 임상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시켜

clinical ladder에 따른

왔고 이를 승진 및 임금인상과 연계시켜 오

description)를 소개하고자 한다(표 2).

4단계

직위기술서 (position

두 번째 사례로 플로리다주 Mount Sinai

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접근은 간호사의 능력

Medical Center(MSMC)의 간호사 경력개발

개발을 위해 경력단계별로 자기개발을 유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져 올 수 있고, 반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Taylor & Salome,

에 간호조직은 자격을 갖춘 필요 인력을 적

서는 일반 간호사, 팀 리더 및 수간호사로

1984；Rowland & Rowland, 1991). 이 곳에

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

이어지는 전통적인 경력진보 구조에서 1970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임상경력개발

년대

체계는 조직의 성과와 간호사 개인의 능력개

system(단계별 승진체계)을 도입하였고, 80

중반부터

사실상 promotional ladder

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의

년대에 들어와서 이를 확대 • 보완해서 간호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전문직

경력을 계획할 수 있도록 임상, 행정, 교육
3.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의 사례

및 특수(연구

포함) 분야로

된 4 트랙의

career ladder program(경력개발프로그램)을
캘리 포니 아대 학의 의료기 관(the University

고안해

냈다.

이 clinical

&

promotional

Care Facilities)에서

ladder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① 개인적 성

clinical ladder system을 최초로 개발하였는

취에 대한 인정 및 보상, ② 임상에 임상적

데(Colavecchiᄋ, Tescher, & Scalzi, 1974)，

전문가로 남아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환자간

이 병원의 간호부서가 간호사들의 임상적 능

호의 질 향상을 도모함, ③ 고용인의 사기와

력, 지식 및 성과가 내 • 외적으로 보상받을

직무 만족의 증대，④ 전문직 성장의

of California

Health

기회

수 있도록 간호업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시

제공을 위해 발전시켜 오고 있다. 동시에 동

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개발

료평가 프로그램, 준거 기준의 평가도구, 전

된 시스템의 목적은 ① 질적인 간호를 제공

문직 성장을 위한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경력 형태(pattern)를 확립하며 ② 다양

및 성과(performance) 기준과 같은 4가지 즉

한 실무수준에 맞게 교육적으로 준비된 간호

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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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단계 Clinical Ladder에 따른 직위기술서의 예(Colavecchio외 2인, 1974)
Clinical ladder I(clinical nurse I)
신 규 간 호 사 ,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

Clinical ladder II(clinical nurse II)

전반적인 감독하에 덜 예측적인 결과를 갖는 간

가는 간호사 , 장기간 쉬다가 새로 복귀하는 간 호중재를 확인 및 수행하며, 주어진 환자집단에 대
호사 .
감독하에 정규적인 환자간호를 배정받고, 통
제된 환자간호 상황에서 일하며 , 그리고 정해

한 중재결과를 평가한다.
Clinical Nurse I 수준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1. 질병 및 간호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지각에
관련된 자료를 사정한다.

진 간호절차를 따라 한다.
1.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간호력을 수집한다.

2. 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사정한다.

2. 환자간호에

3. 보다 넓은 범위의 환자의 문제들과 이들간의

영향을 미치는 혼한 변인을

흔한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파악 한 다 .

3. 명 백 한 환자의 문 제 , 증 상 , 행동 변 화 ， 4. 진단적인 자료를 해석하여 간호계획 속에 포
그리고 정상으로부터 변이를 파악한 다 .

4. 비정상적 진단적 자료를 보 고 한 다 .
5. 환자간호에

영향을

주는

흔한

함시킨다.
5. 잠재된 환자의 위기를 예상한다.

변인을

보다 덤 예측적이 상황에서 임하기

해석한 다 .

1. 특정환자집단에 직접적인 간호를 계획하고 제
통제된 상황에서 일하기
1. 의료팀과

환자간호를

계획하고, 간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간호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간호력에 있는

공한다.
2.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간호문제를 관리한다.
3. 예측된 결과의 지식에 바탕을 둔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4. 환자 및 가족의 교육을 실시한다.

자료를 활용 한 다 .

3. 간호계획을 수행 한 다 .

5. 복잡한 간호절차를 수행한다.

4. 간호중재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진술한다.

6. 간호를 수행할 때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

5. 위임된 것이라면 치료적 계획을 실시한다.
6. 간호활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 한 다 .

지침에 따르기
1. 1단계 간호사들을 임상적으로 감독하고 그들

지침에 따르기
1. 개인의 강점과 한계분야를 인정한다.
2.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감독을 받는다 .

3. 간호활동에 대한 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
4. 임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얻

의 개발을 돕는다.
2.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에 참여한
다.
3. 환자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다른 의료분
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기 위해 노력한 다 .

5. nursing health team의 다른 멤버에 의해

자격요건 : ① 인증된 school of nursing 졸업자
② 현재 캘리포니아주 RN면허 소지자

주어진 간호를 관리한 다 .
6. 안전하지 못한 간호실무를 파악해서 중재

③ 임상적 경험없이 간호 혹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자

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

④ 6개월간의 경험있는 학사학위자
자격 요 건 : ① 인증된 school of nursing 졸업자
② 현재 캘리포니아주
소지자.

RN 면허

⑤ 2년간의 임상경험 있는 associate
degree & diploma 소지자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시스템에 관한 조명

Clinical ladder III(clinical nurse III)

Clinical ladder IV(clinical nurse IV)

부서의 지침에 따라 질적인 환자간호 기 4단계 간호사는 그의 전문 분야에서 심도있는 지식을 갖추고
준을 정하고，전문화된 지식 및 기술을 사 있으며，전반적인 지침하에 생물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그리
용해서 환자의 건강요구를 사정하며，그리 고 관련 분야에서 나온 이론과 개념을 간호전문분야에 적용한다.
1. 스스로 선정한 환자사들의 다양한 간호문제 상황에서 직접
고 간호중재 결과를 예상하는데 보다 독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으로 일한다.
2. 환자간호와 간호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학적 탐
Clinical nurse II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구방법을 사용한다.
2-1. 환자차트，간호계획，및 환자간호 집담회를 감사한다.
2-2. 실무를 관찰한다.
2-3. 실무를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새롭고 수정된 도구를 개발

1. 환자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수
집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
2. 특정한 환자집단에게 재발되는 문제들
을 즉각 규명한다.
3. 문제해결에 있어 보다 폭넓은 대안들

한다.
2-4. 다른 사람들의 탐구정신을 지원하고 격려해 준다.

을 .사용한다.
4. 간호진단을 확립한다.

3. 자료에 기반해서 추론을 끌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취할

5. 특정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행동을 계획한다.
4. 계획된 변화를 시작하며，의식적이고 세밀한 그리고 협동적

6. 환자 간호의 질을 평가하고 모니터 한다.

인 노력을 통해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과를

7. 다른 의료분야와 협력한다.
8. 환자간호문제에 관한 resourse person

평가한다.
실무의 합리적 근거로서 이론적인 기틀을 적용한다.
간호스g 과 다른 사람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

으로 활동한다.
9.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협조한다.

습이론을 활용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교수-학습 상황을 평가하고 교수전략을 수정한다.

10. 과거와 현재의 임상경험을 활용하며，
직원 및 학생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가

스탶과 지역사회에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다른 접근가능한

르친다.
11. 간호 및 직원 성과의 표준을 위한 기
준을 만든다.

자원을 활용하고 조정한다.
다른 학문 분야와 협력하여 간호표준을 위한 기준 설정을
지원한다.

12. 환자와 스덮에게 싱담과 지침을 제공한다.

10 환자간호의 질과 간호업무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

13. 환자 간호의 책임을 적절한 수준으로
위임한다.
14. 스태핑 요구를 결정한다.
15. 특정환자 집단의 요구를 기반으로 간
호직원의 선발에 참여한다.
16. 계획적인 변화를 유도해 간다.
17. 연구할 만한 환자 문제를 확인하고 의
견을 교환한다.
18. 연구활동의 수행시 협조한다.
19. 환자간호에 변화가 오도록 기관 및 간
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격요건 :
①인증된 school of nursing 졸업자
②현재 캘리포니아주 RN면허 소지자
③집중분야에서의 6개월의 경험이 있고 1년
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석사학위소지자
④학사학위자(선호한다)
⑤적어도 1년의 집중분야 경험이 있으면서
최소한 2년간의 임상경 험

소와 다른 억제요인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면서 일한다.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1. 간호전달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11-2. 예방법 및 재활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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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을 연구한다.
11-3.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직원을 지원한다.
11-4. 이론을 수정하는데，연구결과를 사용한다(연구가 임상 실
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12. 집단의 문제해결을 통해 대인관계의 역동을 이해하도록 직
원을 지원한다.
13. Clinical Nurse III 단계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4. 직원의 임상 능력을 평가하고 직원 보유와 승진에 대해 공
식 추천을 한다.
15.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단기 및 장기목표의 달성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 성과를 평가한다.
자격요건 :
①인증된 school of nursing 졸업자
©현재 캘리포니아주 RN면허 소지자

⑥1년간의 집중분야 경험이 있으면서 3년

③전문분야에서의 최근 2년간의 경험과 함께 간호 및 관련 분야
의 석사학위소지자

간의 임상경험과 리더쉽 자질을 보이는

④집중적인 한 분야에서 최근 6년간의 임상경험을 갖는 간호학

Diploma or Associated degree 소지 자

학사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 3 권 1호 , 1998년

임상트랙을 예로 들어 소개하면 간호부서

② Advanced beginner - 일부 실무에서는

의 임상문제를 관장하는 승진소위원회에 전

독립적이지만 아직도 모든 상황에서는 아니

문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다; 우선순위를

한다. 이 신청 양식에는 지원자의 교육, 면

복잡한 상황에 꼭 필요한 중재를 결정할 수

허, 최종 승진 날짜 및 고용관련 이력 등이

가 없다; 잦은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하다.

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며

③ Competent - 새로운 환자 상황에 대해

포함된 직업적 요약서식과 지원자의 임상적
수행에 관한 성과평가서식이 요구되며，부가

경험과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목표를

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자의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 진술，

환자 문제에 관해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체크리스트에는

서한, 수간호사나 책임간호사의

신청자의 출근 기록, 데이터베이스(완성된 환

를 한다; 대부분의 복잡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자사정 양식의 견본), 환자간호계획, 간호진
행기록, 투약관리지, 퇴원요약지, 및 새로운

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잦은 공식
적 혹은 비공식적 교육을 필요로 한다.
④ Proficient

역할에 대한 직위기술서가 들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 상황을 한 부분으로가 아

니라 전체로서 인식할 수 있다. 간호실무가
이 승진소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유연하다; 의사결정이

간호사들로

덜 힘들

다.;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책임은 첫째 후

현

보자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설정하고,

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둘째 임상간호 직위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검

필요로 한다.
⑤ Expert - 간호사는 환자간호 상황에 직

토 및 개정하고, 셋째 임상적 승진을 위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간호관리자에게

관력을 갖는다; 문제 해결에 숙련되어 있다.

적절한

행동을 추천하며, 넷째 상부의 간호최고위원

합병증을 예상한다; Mentor가 되어 다른 간

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사들을 돕는다.

McGregor(1990)는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문헌고찰을 통해 임상경력개발

계획할 때 간호수준을 차별화하기 위해 Ben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

ner 의 professional advancement model을 활

으며， 이런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잇점으로

용했는데, 각 단계별 특정 기준을 정해서 이

첫째 개인적 성취를 인정하고 보상하며，둘

기준(예; 서비스 년수, 문제해결 능력)을 충

째 임상적 능력이 있는 간호사들을 bedside

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간호사들을 분류했다.

에 유치함으로써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키

또한 결과(outcome) 기준을 갖는 임상간호능

고, 셋째 직원의 사기와 직업 만족도를 향상

력과

시키며, 넷째 전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숙련성

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proficiency)에 따라 개발되었다. 잠시 Benner
(1984)의 모델 단계를 살펴 보면, 그녀는 전
문적

기술 획득의

진행을 기술한 Dreyfus

4.

Skill Acquisition Model의 5가지 기준을 이
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① Novice

一

도입을

위한

전략
국내

간호경험이 없는 신규 졸업

병원의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들의

임상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간호사; 가까이에서 감독, 보조 및 교육이 필

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요하다; 행위를 안내할 규칙[정책(방침)/절차]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을 필요로 한다.

ᅳ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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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계의

현실은

간호사들의

를 간호사의 경력개발과 연계시켜야 한다.

능력개발

셋째 간호사의 임상능력에 따른 경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표준화된 기틀을 갖고 있지
못하고, 더구나 이를 경력개발과 연계시키는

제도에 관해 병원조직 차원의 잇점을 효과적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병원 경영진

또한 학문적 연구 범주 내에서도 이에 관련

의 적극적 지원과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어

된 국내 간호연구 문헌들을 찾아 볼 수 없었

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임상간호전문가 수

다. 하지만 간호사의 능력개발과 연계된 경

준에 해당하는 상위 ladder의 자율적인 활동

력관리시스템은 바로 간호사들의 핵심 능력

및 책임 그리고 권한 위임과 맛물려 있어서

을 배양하여 지적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첨예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접근으로서 미래 지식사회를 향한 간호계의

이런 지원과 협력은 진정한 환자 중심의 병
원，협력과 지식공유의 병원조직문화로의 변

준비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Murray(1993) 에

의하면

미국의

신 노력과 함께 가능하다고 본다.

239개의

병원(옹답자의 44%)에서 clinical ladder를 사

넷째 간호업무의 표준과 기본적 및 전문적

용하고 있고, 많은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 체

간호행위에 관한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개

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해 나가야 한다. 전문적 행위에 관한 프로

이 조사에서，첫째 clinical ladder를 사용하는

토콜 개발시 의사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임

병원의 70%에서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신들

상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능력별 간호사들의

의 발전을 위해 그 체계에 지원을 했으며,
둘째 절반 이상의 병원에서 4단계 ladder를

업무수행패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단계별 간호능력의 목록(inventory)

사용했으며, 셋째 시행 병원의 62%에서 참

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

여자의 평가를 매년 실시했으며, 넷째 거의

적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병원들(87%)에서

승진

다섯째

기준으로 5개

혹은 그 이상의 기준을 사용했는데, 공통적

각각의

병원에

적합한

clinical

ladder에 따른 직위기술서를 작성하고 그에

으로 사용한 5개 기준으로는 계속교육 학점，

맞는 책임, 수행업무, 자격 및 승진 요건, 보

위원회/프로젝트 참여, RN으로서의 경험, 리

상체계 등을 도출해야 한다.

더쉽，그리고 성과 점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섯째 Clinical ladder에 따른 간호사들의

병원의 79%에서 기본 임금 인상을 통해 더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간호사들을 보상한 것

램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이때의 교육훈련은

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집단강의 형식을 지양하고 성인학

국내 병원의 간호조직 내에 간호사들을 위
한 임상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

습 원리에 입각하여 간호현장의 문제를 실제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데 중점

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첫째 간호사들의 경력개발 요구를 파악해

시 단계별 학습수준에 따른 학습내용 및 학

야 하며, 간호관리자들에게 경력개발 및 관

습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학습결

리의 전반적인 이해와 확산을 위해 경력관리

과와 업무성과와의 연계를 위한 평가방안을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간호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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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결

으며, 한편으로는 임상간호사들의 잠재적 능

론

력을 개발시키며, 유능한 간호사들을 환자
곁에 즉 임상에 오래 머무르게 하고 전문적

지금까지 경영학에서 다루어 온 경력개발
제도의 의의를 살피면서 이런 개념들을 활용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간호능력의 개발과 전문성 확보, 간호

본다.

사의 성취와 인정 그리고 환자의 만족과 간
호의 질 향상를 위해 고안한 미국의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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