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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인증평가를 경험한 교수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현정1), 염영란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rofessor of nursing’s experiences
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Hyun-Jung Park1), Young-Ran Yeom2)

요 약
본 연구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교수들의 경험의 내용을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교수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의미를 3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치열한 전투’이며, 주제는 ‘평가에 끌려가는 교수 현실’, ‘교수 정체성의 위
기’, ‘교수 관계의 분열’이었다. 두 번째 범주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며, 주제는 ‘평가에 눌
리는 학생들’, ‘평가에 밀리는 소중한 내 삶’이었다. 세 번째 범주는 ‘성숙함으로 승리’이며, 주
제는 ‘사명감으로 거듭나는 교수’, ‘변화의 씨앗에 자족하는 교수’, ‘평가의 불평을 감사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교육환경과 교수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학 교수의 삶을 재
조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수가 대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과 지지체계 마련
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기존 평가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
선점을 도출하여 보다 바람직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간호교육인증평가, 교수, 경험, Colaizzi의 현상학,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phenomenological study suggested by Colaizzi, attempted to enable the professor
of nursing to prepare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based on experience. The meaning
derived from the professors' experiences wa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and eight themes. The first
category is ‘fierce combat’. The subjects include‘Professor Reality overwhelmed by evaluation’, ‘Crisis of
Professor Identity’ and‘Division of professor relation’. The second category is ‘biting for life’, The subjects
were ‘Students oppressed by evaluations’ and‘My precious life back to the evaluation’. The third category
is ‘victory from maturity’. The subjects were ‘Professor born with a sense of duty’, ‘Professor self-satisfied
with the change of seed’ and ‘Gratitude from the complaints of evaluations’. This result is meaningful 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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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or of nursing ’s experiences 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not onl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s of university education environment and
professors but also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support system for professors in university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existing evaluation and finding the improvement from problems.
Keywords :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professor, experience, Colazzi’s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책임과 윤리성을 가지고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해 교
육과정을 통해 간호방법과 기술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용함으로써 간호현상을 설명하
고 예측하며 간호지식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2].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 실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
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3].
2012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간호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이

졸업 후 갖추어야 할 능력과 수준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수자는 교육의 질
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과목과 학생들의 학습성과 관리 및 개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핵심적 역할 등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함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3-5].
대부분의 간호학과 교수는 임상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오랜 학문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된 후,
지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평가와 관련되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입시에 대한 부담감
과 학생의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증가되고, 교수연봉제로 인한 재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강의평가·업적평가·교수역량평가 등의 실적을 챙겨야 하고, 국가고시 합격 및 취업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간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생활 및 교수의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몇 년 간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
또한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획일화되고 양적 평가인 대학평
가와 달리 질적 및 양적 평가를 통합한 평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교수자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교수진의 전문적인 역할
과 적극적인 노력, 교수의 인식과 자질 향상이 요구되고[7], 교수들 간의 사회적 지지 부족과 갈등,
의사소통의 혼란과 부재를 경험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수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쁨은 점점 사
라지고 매일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8, 9].

126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December (2018)

하지만 신임교수의 삶과 경험에 대한 연구[6, 10]와 간호대학 교수들의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이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4, 9, 11]를 제외하고는 간호교육인증평가 도입 후에 교수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인증평가의 핵심이 교육기관의 자체 점검을 통한 개선,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간호교육의 핵심이자 간호교육인증평가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학과 교수의 경험을 통해 향후 타당한 평가기준 개발 및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한 간호학과 교수 생활에 대
한 인식의 변화 및 간호교육의 질 관리에 대해 총제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교수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
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 평가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다 바람직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교수들의 경험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Colaizzi(1978)의 현상학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12].

2.2 연구 참여자 선정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교수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을 이용
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는 간호교육기관에 재직한 교수이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2.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면담 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으며 최저 약 1시간 50분에서 최고 약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면담을 진행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제목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명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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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고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면담은 녹음할 것이며, 그 내용은 익명으로 보관하
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준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의 시작은 Spradley(1979)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
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와 같은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 따라 점차 세부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범위를 좁혀 들어
가도록 하였다[13]. 아울러 매 면담이 시행될 때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중요 용어, 비언어적
행동, 표정 등을 메모하는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자료 분석에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둘째, 평가준비기간 동안 교수의 업무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셋째,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교수들의 경험의 내용을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근거로 적용하였다[12]. 우선 면담에서 얻어진 생생한 경험에 대한 녹음자료
를 경청하고 필사한 후 기술된 자료를 여러번 읽으며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탐구하는 현상을 포
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를 주제
(themes)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조직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주제를 관심 있는 현

상과 관련시켜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기술하고 통합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본 연구결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성, 일관성, 중립성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14]. 신뢰성 확보를 위
해 간호교육인증평가 준비를 한 간호학과 교수를 참여자로 선정하고 라포를 형성한 후 참여자들에
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참여자들이 다시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과정(member check)을 거쳤으며 간호학
질적연구를 수행 하고 질적연구의 수업 및 세미나에 참석한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연구 자료
를 제시한 후 검토하여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동료 확인(peer debriefing)과정을 거
쳤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 본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실제 참여자들의 면
담 내용을 연구결과에 인용함으로써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도록 노력하였다(thick description). 일
128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December (2018)

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의 관찰과 분석 과정에서 각 주제에 대한 원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현상학 연
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일관성있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면담을 실
시한 후 바로 관찰 내용을 메모하고 필사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 가정과 선이해 등 연구자 자신
의 판단이 연구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3. 결과
연구 참여자는 5명으로 연령은 40대 3명, 50대 1명, 30대 1명이었고, 5명 모두 기혼자였다. 교
수로 근무한 경력은 1년 이상 1명, 2~3년 2명, 4년 1명, 5년이상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
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32개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었고, 보다 상위 개념인 8개 주제를 도
출하였으며, 주제를 묶어 최종적으로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1).
간호교육인증평가에 관한 간호학과 교수들의 경험의 주요 주제는 ‘평가에 끌려가는 교수 현
실’, ‘교수 정체성의 위기’, ‘교수 관계의 분열’, ‘평가에 눌리는 학생들’, ‘평가에 밀리는 소중한 내
삶’, ‘ 사명감으로 거듭나는 교수’, ‘변화의 씨앗에 자족하는 교수’, ‘평가의 불평을 감사로’이었으며
주제의 통합으로‘치열한 전투’, ‘살기 위한 몸부림’, ‘성숙함으로 승리’의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념과 범주별 주제 및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범주

1 : 치열한 전투

연구 참여자들은 인증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에 끌려가는 교수의 현실”, “교수 정체성의 위
기”, “교수관계의 분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였다. 인증평가로 인한 업무의 과부하 및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평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교수로서 해야
하는 업무인 학생지도, 연구 등을 시도하기 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1) 평가에 끌려가는 교수 현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가 항목이 간호학과 업무의 과부하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업무
중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평가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사
로 치루어졌다고 보았다. 평가 기준이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서울 지역이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대학교와 우리 학교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특성상 제한된 예산과 시설도 지원이 안될 뿐만 아니라 대학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
지 평가인증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응할 수 없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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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참여자 1).
일주일에 45시간의 임상실습시간을 채우는 데 OT, 집담회, 순회지도에 할애한 시간이 45시간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거 채우다보면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는데 또 다녀오
면 일지도 세분화해서 써야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실습지도에 대한 시간 인정 부분과
예산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니 열심히 노력해서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만 에너지가 소진 되더라구요
(참여자 2)

정말 실질적인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지표가 설정된 경우가 있잖아요. 인증평가는 학교
가 6가지 영역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실적을 평가받는 것인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결과를 더
중시해 급하게 새로 시도하는 실적도 있게 되고 서류도 만들게 되어 평가 준비에 맹점 및 오점이
드러나게 되는 평가시스템이라는 생각도 준비하면서 자주 체험하는 게 실제 현실이네요,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힘이 드는데 정말 답답하네요(참여자 3)
인증을 받으면 5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년 동안은 준비된 시스템대로 실시할 텐데 또 2년 마다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는 것이 또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담이 생겨서 자신의 본연의 교수 업무
에 지장을 받으니 보고서 쓰는 걸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 가슴
이 답답~하네요, 그렇지만(참여자 4).
다른 학교에 조건부인증 받은 학교에 물어보니 다시 원점으로 평가준비를 하는게 돼버렸고 조건
부를 받은 영역을 책임진 교수가 비난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다보니 저도 심히 걱
정이 됩니다. 다시 이 시간을 되돌릴까봐..(참여자 5).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표와 내용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준비하다보니까 이것이 누
구를 위한 평가인지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평가가 학생을 위한 평가인
지 평가원을 위한 평가인지 구분이 안되고 교수를 위한 평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참여자 5)

(2) 교수 정체성의 위기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로서 부풀은 희망과 기쁨을 향유하며 출발했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과다한 행정업무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하였다. 교수인지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인지 역할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교수의 업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강의와 연구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로 크게 나뉜다면 인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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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인증평가 대비를 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더 대학교수와
는 좀...(참여자 1).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가 하루에 12시간이 항상 넘었어요. 때로는 새벽 2-3시까지 하는 일
이 다반사였어요(참여자 2).
일단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정도는 강의 준비 해야 하니까 주말의
하루는 반납하죠. 하루가 뭐야.. 한달에 휴일 중에서 일 주정도는 학교에 안 나오지. 나머지 3주는
거의 나오고 있죠. 내가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수업준비도 하고 평가준비도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있어요(연구 참여자 3).
수업도 휴강하게 되고 평가를 위해 밤을 새다 보면 지쳐서 수업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학생
들에게 질적인 강의를 해줘야 하는데 시간 떼우기식 강의를 하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4).

(3) 교수관계 분열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타자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학생들과 선임, 동기
교수들과의 지지적인 관계망을 통해 갈등과 지지를 경험하고 있으나, 인증평가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수들간에 책임감 결여와 회피를 느끼는가 하면 부당한 업무 비중을 경험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공부를 해야 돼서 학교도 비우게 되니 학교 일에 집중하기가 쉽
지 않고 타 교수들이 그 업무까지도 감당해야 돼고 회의를 빠지는 일도 많으니 연계성도 없고 배
려까지 해줘야 되니 내 일도 힘들어 죽겠구만, 머리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이해가 안됩니다(참여자
1).

잘 마음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쪼금 업무가 정확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정확하게 분담 한다는 것도 애매합니다(참여자 2).
평가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많아서 누가 먼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정
해있지 않으니까 누가 먼저 할려고 하겠어요. 자료 준비 하는 게 힘든데 서로 눈치만 보는거죠(참
여자 3).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8 HSST

131

The professor of nursing ’s experiences 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다른 영역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일을 안하려는 교수님을 보면 얄밉고 짜증나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학교를 위하는 일이니 생각하고 참고 최선을 다할려
고 하죠(참여자 4)
범주

2 : 살기 위한 몸부림

‘평가에 눌리는 학생들’, ‘평가에 밀리는 소중한 삶’의 주제로 구성되어, 핵심술기항목을 준
비하는 학생들은 학교평가에 가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40~50대 여성 참여자들은 가족에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인증평가가 일순위로 군림하는 평가에 억눌린 삶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애뜻함,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1) 평가에 눌리는 학생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느끼며, 어쩔 수 없는 평가인
증 기준으로 인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감사함도 느끼도 있었다.

처음에 3명의 이름이 호명 당했을 때 우는걸 보면서 그 애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압박감, 부담
감이 큰지...그러나 막상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연습하는 걸 보니 우리
학교 사정만은 아닐거라고 생각되네요(참여자 3).
인증평가 대비해서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평가준비가 자주 있어 국가고시와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참여자 4).
핵심술기를 하면서 교수들 성격이 다양해서 학생들한테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안그래야
지 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면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죠(참여자 5).

(2) 평가에 밀리는 소중한 내 삶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업무와 가정, 양가의 역할기대에 충족하지 못함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부간에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가정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참여
자들은 특히 가정에 대한 소홀함에 강한 죄책감과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간호학과 교수로서 건
강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지 못함에 인증평가에 부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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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나에 과목에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회의해야지, 평
가자료 준비해야지 그거 관련해서 외부에 자료 신청 해야지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신체적으로 정
신적으로 과부하게 돼가지고 강의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참여자 1).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가지고 또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밥도 굶어가면서 우리가 9시까지 회의를
해도 본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그대로고 진짜 짜증나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뭐
하는 건지 정말..(참여자 2).
애들은 진짜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는 거죠. 가정은 거의 돌볼 수가 없고 아침에 뭐 수업준비하
려고 7시에 나오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오전에 수업준비하고 오후에 수업하고 그 오후에는 다음날
꺼 준비하고 밤에 10시에 가고 그러고 집에 가면 애들 다 자고 있잖아요.. 애들 볼 시간도 없어요
(참여자 2).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하다보니 신랑과 싸움은 아니지만 큰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스
트레스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일이 생기더라구요(참여자 3).
질병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겠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간호는 인간과
환경인데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을 때는 인간에 대한 케어를 할려면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학생
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뚱뚱한 사람이면서 너희들 비
만이 몸에 해로우니까 체력을 관리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만약 휴강도 하고 학교도
쉬어야 하는 입장인데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간호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패가 있지 않나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뭐야 삶의 질이 참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취미생활도 못하죠, 자식들과
알콩달콩 애기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지.. 한참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드네요(참여자 5).
범주

3 : 성숙함으로 승리

‘사명감으로 거듭하는 교수’, ‘변화의 씨앗에 자족하는 교수’, ‘평가의 불평을 감사로’의
주제로 구성되어, 간호학과 교수들은 인증 평가를 받기 이전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정적
인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일부 바뀌게 되었는
데, 이는 간호학과 교수라는 사명감이 내재하고 있었으며, 교수로서 학생들의 질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 교육의 질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인증평가를 계기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시스템 개선은 고목나무의 꽃이 피듯 간호학과 학생들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도 마련
되었고, 참여자들의 “우리가 해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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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명감으로 거듭나는 교수
참여자들은 경제적 보상도 전반적이 지원도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가보자는 개척자
의 정신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인증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봉사정신과 희생, 사명감이 바탕
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자신도 없었어요. 일단 평가를 준비하
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금전적인 보상도 우리를 위한 배려도 없었지만 준비하면서 사명감은 있어야
할 꺼 같아요. 나이팅게일 정신이 생각나네요. 봉사와 희생...(참여자 1)
그래도 힘든 시간도 지나가긴 가네요. 힘들긴 했어도 환경도 좋아지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고생 할만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연구 참여자 3).

(2) 변화의 씨앗에 자족하는 교수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인증 평가를 통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스템 및 시설이 개선되어 결국
간호학과와 더불어 학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개선이외에도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평가를 받다보니까 그동안 갖춰지지 않았던 시스템도 좀 갖춰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머 이런 걸 하게 되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좋았던 기억도 있구요. 시스템이 갖춰지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구요(참여자 3)
솔직히 힘들었지만 막상 평가가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보완이
이루어져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충만감이 들어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
었어요(참여자 2)
저희 학교는 기본적인 틀조차도 없었어요, 기본적인 틀 뭐 이렇게 시설과 기자재가 많이 부실하
고 부족했는데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시설과 기자재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제 뭐든지 아, 이거 평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당장은 안 해줘도 평가 전까지는 해줘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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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의 불평을 감사로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의 교수로서 임용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번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마침내 전임교원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교수의 업무는 학생과 연구를 위해 전념하면 되는 것이
라고 믿었으나 평가준비를 하면서 행정업무와 서류에 쌓여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전념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워크샵, 세미나 참석등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다양
한 교수방법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유용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가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맡은 부분은 물론 그 밖의 영역을 거듭된 회의를 통해 알게 되고 공
부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되어서 그 분야 전문가로 키워지게 되니까
역량있는 일꾼이 더 배출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인증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2)
인증평가 대비해서 1영역부터 6영역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 평가는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더 유용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2)
교수용 포트폴리오나 학생용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나만의
교육철학도 세워보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작성이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참여자 3)
핵심기본술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툴툴거렸지만 막상 평가 당일 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서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참여자 4)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하면서 연습과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제공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에 적응하는 데 두려움이 덜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구요(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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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출된 범주, 주제, 구성의 의미
[Table. 1] Meaning of derived categories, themes, and compositions

범 주

치열한 전투

주제

1. 평가에 끌려가는
교수 현실

인증평가항목 기준에 대응하기 어려움
현실적으로 업무개선이 불가능함
새롭게 시도하는 업무가 많음
세부화된 실습지도로 시간이 부족함
업무과부하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큼

2. 교수 정체성 위기

강의, 연구 외에 행정업무 과다임.
오버타임 근무가 과다함.
수업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질적인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3. 교수관계의 분열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업무에 대한 책임회피가 많음
교수들간에 감정문제가 발생하고 얄밉고 짜증이 남.

1. 평가에 눌리는 학생들

핵심기본간호술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음
4학년 학생들의 부담이 큼
핵심술기 호명된 학생들의 압박감과 부담감이 큼

2. 평가에 밀리는
소중한 내 삶

평가자료 준비로 강의에 소홀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떳떳하지 못함
체력적 소진으로 건강을 위협받음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되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픔.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되어 싸움이 남

1. 사명감으로
거듭나는 교수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함을 느낌.
나이팅게일 정신이 떠오름.
힘들어도 환경이 좋아지고 학생들의 만족감 상승
으로 인해 고생의 보람을 느낌.

2. 변화의 씨앗에
자족하는 교수

평가로 인해 시스템 개선이 만족스러움.
시설과 기자재보완으로 미시적이고 심리적으로
충만감이 생김
평가로 인해 해야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었음

3. 평가의 불평을 감사로

전문가로 키워지고 역량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됨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임상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덜어지게 됨
학교 평가 인증을 위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함.

살기 위한
몸부림

성숙함으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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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의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간호교육인증평가가 도입된 이후로 인증평가를 경험한 심층적 심
리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보다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현상
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환경과 교수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학 교수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수가 대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지원과 지지체계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교육인증평가가 간호교
육의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보여준 반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간호
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5. 연구제언
간호교육인증평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간호교육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가항목과 평가 등이 보다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학교 측의 합리적인 지
원에 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교수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간호교육 인증평
가 혹은 인증과 관련된 현상은 매우 복잡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
해서는 간호학과 교수의 경험과 입장 등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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