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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ole of 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 through job analysis (duties, task, 
and task elements). Methods: The sample consisted of 136 nurses or professors who were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hospice care areas in Korea. A survey method was used, and the questionnaire included frequencies, criticality, 
and difficulties of task elements in job description by the DACUM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WIN 17.0. Results: The job description of 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 was identified 8 duties, 
36 tasks, and 137 task elements. As for the 8 duties, the average scores of frequency, criticality, and difficulty 
were 2.94, 3.66, and 2.80, respectively. The role of ‘pain assessment’ was the most important task element among 
frequency and criticality. The lowest score at the frequency and criticality were ‘manage public finance’ and ‘collect 
datum through diagnostic test & lab’,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role of ‘identify spiritual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was the most difficult task, whereas the role of ‘manage documents and information’ was the least.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uld recognize the reality of 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s performances. For 
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 therefore, concrete practice guide lines of psychosocial and spiritual care, commu-
nication skills, and bereavement care with qualifying system are critically needed.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0;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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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이후 국가 암 리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최

근 10년 동안 다학제간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

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1963년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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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시작된 호스피스 

간호제공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1). 특히 2003년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가 창립되어 호스피스 완화 

간호서비스의 질 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며, 호스피스 문 간호사 제도가 입법화 되므로 

석사 자격을 갖춘 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호스피스 완화 간호의 수 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으며 그 후 재까지 호스피스 실무 역에서 활

동하는 간호사들은 직  환자간호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역에서 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역에서 오랫동안 종사

해온 모든 간호사들이 석사과정의 호스피스 문 간호

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자격기   환경  향 등

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임상경험이 요구되는 호

스피스 실무 장의 특성 한 모든 간호사의 석사학  

소지가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석사학  과정이 아닌 일반 간호사들을 한 호

스피스 교육은 1985년 한간호 회에서 호스피스 보수

교육을 처음 실시한 이후 1996년 가톨릭 학교 간호

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에서 처음 호스피스 교육과정

을 체계 으로 시작하 고, 이후 남 학교, 한양 학

교, 계명 학교, 부산가톨릭 학교, 경북 학교 간호

학(과),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고 과정 등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2). 그러나 각 기 마다 교육과정 체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표 화된 교육과정 운 의 필요가 있

으며, 국가 는 한간호 회 차원의 자격인증과정 제

도를 통한 호스피스 간호사의 질 리가 요구되고 있다.

  상자 심 호스피스 간호사의 수요 추계에 한 연

구 결과(3) 호스피스 상자가 모두 호스피스 어를 이

용하 을 경우(고 추계) 2010년 1,935명, 2015년 2,019명

의 호스피스 간호사가 필요하며, 호스피스 상자의 65%

가 이용할 경우는 2015년 1,312명의 호스피스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62개 기 의 황을 조사한 연구에

서(4) 간호 인력의 경우 1.5：1을 충족하는 기 의 비율

이 50% 수 에 불과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함이 확인되

었고, 문 인 호스피스 교육수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는 약 40% 수 에 불과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 역

에서 간호 인력에 한 문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최근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일환인 말기 암환자 

문 인력 양성 확 방안으로 2015년까지 의사 260명, 간

호사 1,800명, 사회복지사 130명, 성직자 130명, 자원

사자는 2만명 확 를 목표로 하고 있어(5)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역에서 다년간의 임상실무와 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이 제도권 하에서 합법 으로 인정되는 호스피

스 완화간호 부문의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해당 직종의 자격인증을 해서는 그 직종의 역할을 

정확히 규명하기 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

무분석은 인간의 노동력을 과학 이고 합리 으로 

리하기 한 기  작업으로 직무분석의 체계 인 수행

을 통해 조직은 필요한 인력의 질을 측할 수 있다(6).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간호 

목표달성을 한 역할 규명이 명백해지며 나아가 호스

피스 완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 분과에 호스피스 문 간호

사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 호스피스 문 간호사(Advanced 

Hospice Palliative Nurse Specialist)와 호스피스 완화 간호

사(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와의 차별화된 역할 규

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규명을 한 직무분석이 수행되어야 한

다. 즉, 직무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는 역할 복

이나 역할 갈등이 래될 수 있고 보다 체계 인 호스피

스 간호서비스 제공에 혼선이 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간호사  문 간호

사 수요추계 연구(3), 간호사를 한 호스피스ㆍ완화의

료 교육과정 개발(7)  호스피스 연수교육 요구도 조사

(8)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규명을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호

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내용을 확인함으로서 호스

피스 완화 간호사 인증을 제도화를 한 기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

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와 직무내용을 악하고,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제

시하는 데 있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를 기술하고 직무분석

을 통하여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

  ■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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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란 ‘ 한 임상경험이 있으며, 임

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간

호사(9)’로서, 본 연구에서는 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교육을 이수 여부에 상 없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

피스간호 역에서 실무, 교육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2) 직무분석: 특정 직무의 실제  성질과 그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구성요소(숙련도, 책임성, 노력)를 설정하

고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무를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로 분류하는 차로서(10), 본 연구에서

는 데이컴 기법을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

무내용을 작성한 임무와 일  일의 요소를 조사하고 

이에 한 수행 빈도, 요도, 난이도를 분석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상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하

여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의 빈도, 요도, 

난이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데이컴 기법을 이용한 직무분석

  데이컴(development a curriculum, DACUM)은 직무분석 

방법  하나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로부터 직

무에 한 정보를 얻는 모델이며, 실무능력 심의 교육

을 개발하는 체계 인 방법이다(11). 데이컴 분석기법에 

따른 직무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1) 데이컴 원 선정: 재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

스피스 문 간호사와 학원에서 호스피스 문 간호 

교육을 담당한 교수진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 원

을 선정하 다.

  2) 직무내용 도출을 한 워크 : 호스피스 문 간호사 

업무와의 복을 피하기 하여 이미 개발되어 있는 호

스피스 문 간호사 직무분석 내용을 토 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를 비교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데이

컴 원들은 데이컴 기법에 숙련된 경험이 있는 분석 

조자(panel member)와 함께 직무내용 도출을 진행하 다. 

데이컴 원들은 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에 한 정

의를 규명하 으며,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직무분석 

내용을 참고하고 분석 조자와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열거하여 범주화하고 직무를 토의하는 방법으

로 직무분석 내용을 도출하 다. 도출된 내용은 호스피

스완화 간호사의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

ments)로 구분하 다.

  3) 직무내용 검토  타당성 검증: 데이컴 원은 직무

내용의 각 항목이 임무, 일, 일의 요소단계에 합한지 

여부와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직무내용과의 복성 

 상호배타성, 차별성에 해 회의 세미나와 회의워크

을 통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이사회(호스피스 교육과 실

무 역의 문가로 구성)에서 개발된 직무분석내용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3. 직무내용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 조사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국 으로 호스피

스 완화 역에서 실무, 교육,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간

호사 에서 2009년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에서 주

최한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ELNEC) pro-

ject Korea에 참석한 간호사 총 184명 수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체 연구 상자를 상으로 본 연구

의 내용과 목 을 설명하 으며, 연구의 목 을 이해하

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설문지에 서면 동의한 상자를 

심으로 실시하 다. 회수된 설문지  답변이 모호하

거나 락된 내용이 많은 자료는 제외하 으며 최종 분

석에 이용된 자료는 136부로 탈락율은 26.1%이었다.

  2) 연구도구: 데이컴 워크  결과와 호스피스 완화 

역의 교육  실무 문가 그룹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

해 개발된 직무내용에 한 설문지는 8개의 임무와 36

개의 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6개의 일 내용에 해당

되는 일의 요소는 137개 문항으로서 각 일의 요소에 

한 요도, 빈도, 난이도는 각각 4  Likert척도로 측정

하 다. 요도는 호스피스 완화 역에서 호스피스 완

화 간호사에 의해 꼭 수행되어야 하는 일을 의미하며 

‘매우 요하다’ 4 , ‘ 체로 요하다’ 3 , ‘약간 요

하다’ 2 , ‘ 요하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빈도는 특정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 지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주 한다’ 4 , ‘가끔 한

다’ 3 , ‘드물게 한다’ 2 , ‘해본 경험이 없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난이도는 일

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며 ‘매우 어렵다’ 

4 , ‘어렵다’ 3 , ‘쉽다’ 2 , ‘매우 쉽다’ 1 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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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gree of Frequency, Criticality & Difficulty of Each Duty.

Duty
Frequency Criticality Difficulty

Mean SD Mean SD Mean SD

A Data collection 3.23 0.77 3.53 0.47 2.76 0.69
B Clinical decision making: 2.92 0.87 3.65 0.55 2.77 0.74

 diagnosis, planning, evaluation
C Therapeutic intervention & nursing care 2.88 0.89 3.63 0.54 2.73 0.76
D Coping to the emergency situation 2.81 0.91 3.70 0.54 2.75 0.80
E Education & counseling 2.93 0.89 3.70 0.50 2.76 0.72
F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2.74 1.02 3.59 0.60 2.65 0.75
G Consultation, regulation & collaboration 2.75 0.92 3.63 0.54 2.63 0.82
H Quality control & participation to 2.75 0.93 3.72 0.51 2.74 0.73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otal 2.94 0.89 3.66 0.56 2.80 0.74

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

bach’s α는 요도 0.98, 빈도 0.99, 난이도 0.98이었다.

  3) 자료수집  분석 방법: 자료는 2009년 8월 20일∼

21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상자가 자가 보고식으로 작

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부

호화 한 후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특성과 직무내용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를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

하 다.

결      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연령은 평균 43.4세이고, 40∼49세 33.8% (46

명), 30∼39세 31.6% (43명), 50세 이상 27.9% (38명)이었

고, 20 는 5.9% (8명)이었다. 학력은 석사 43.4% (59명), 

학사  문학사 20.6% (28명), 박사 19.1% (26명), 학

원 재학  14.7% (20명) 순이었다. 연구 상자  66.9% 

(91명)가 기혼이었으며, 호스피스 련 자격은 호스피스 

 종양 문간호사가 41.2% (56명), 호스피스단기교육과

정 이수 간호사가 31.6% (43명), 2가지 자격 과정을 이

수하지 않은 간호사는 22.1% (30명) 다. 간호사 경력은 

5∼10년이 26.5% (36명), 21년 이상 25.7% (35명), 16∼

20년 19.9% (27명), 11∼15년 18.4% (25명) 순이었다. 호

스피스ㆍ완화의료 경력은 1∼5년이 31.6% (43명)로 가

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0.6% (28명), 6∼10년 16.2% (22

명), 10년 이상 14.8% (20명) 순이었다.  근무지는 호

스피스기 /병동 근무가 44.1% (60명)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상자  33.1% (45명)는 호스피스 지원기 으로 

지정받지는 못했으나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가정 호스

피스 기 , 요양병원, 암 문병원, 지역 암센터 등이었으

며, 학  연구소 19.1% (26명)이었다. 직 는 일반간

호사 31.6% (43명), 학교수  강사 16.2% (22명), 수간

호사 15.4% (21명), 간호 리자 14.7% (20명) 순이었다.

2.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직무분석을 한 문가 워크샵과 한국호스피스완화

간호사회 이사회의 내용타당도 검증 차를 거쳐 객

인 문서로 정리한 직무 기술서에는 호스피스 완화 간

호사의 임무 8개, 일 36개, 일의 요소 137개로 구성되었

으며 지면상 137개의 일의 요소는 모두 제시하지 못하

고 임무와 일의 내용은 Table 1과 2에 제시하 다.

3.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 한 빈도, 요도, 난

이도

  4  척도로 측정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 평균은 각각 2.94, 3.66, 2.80

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높은 임무는 A 자료수집

(3.23 )이었고, E 교육  상담(2.93 ), B 임상의사결정: 

진단, 계획, 평가(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임무는 F 환경  자원 리(2.74 ), G 의뢰/조정/

동(2.75 )과 H 질 리  문직 발 참여(2.75 ) 

순이었다. 각 임무에 한 요도는 모두 3.50  이상

(3.53∼3.72 )으로 모두 요한 임무라고 응답하 다. 

난이도는 G 의뢰/조정/ 동(2.63 )과 F 환경  자원

리(2.65 )를 제외한 모든 임무 역에서 비슷한 난이도

(2.73∼2.77 )를 갖는 임무라고 응답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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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Criticality & Difficulty to Task in Each Duty.

Duty Task
Frequency Criticality Difficulty

Mean SD Mean  SD Mean  SD

 A   Data collection A1 Pain assessment 3.64 0.69 3.92 0.27 2.77 0.64
A2 Assess physical symptom related to terminal disease 3.26 0.78 3.67 0.51 2.69 0.62
A3 Collect datum through diagnostic test & lab 3.30 0.73 3.43 0.61 2.53 0.79
A4 Identify psycho-social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3.17 0.86 3.72 0.52 2.81 0.70
A5 Identify spiritual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3.21 0.85 3.74 0.49 3.11 0.87
A6 Assess needs related impending death 3.24 0.86 3.81 0.42 2.80 0.72
A7 Assess the bereaved family 2.81 0.89 3.60 0.55 2.93 0.69

Total 3.23 0.77 3.53 0.47 2.76 0.69

 B   Clinical decision
      making: diagnosis,
      planning, evaluation

B1 Fomulate nursing diagnoses 2.94 0.86 3.66 0.53 2.73 0.74
B2 Develop care plans 2.96 0.88 3.68 0.55 2.76 0.72
B3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tervention 2.99 0.86 3.68 0.52 2.76 0.76
B4 Modify nursing care based on evaluation 2.77 0.86 3.55 0.59 2.85 0.72

Total 2.92 0.87 3.65 0.55 2.77 0.74

 C   Therapeutic
      intervention &
      nursing care

C1 Implements pain intervention 2.90 0.92 3.60 0.57 2.58 0.76
C2 Implements symptom management care 3.04 0.85 3.69 0.52 2.57 0.76
C3 Provides psycho-social support 3.02 0.80 3.66 0.50 2.79 0.74
C4 Provides spiritual support 2.82 0.89 3.67 0.49 2.82 0.78
C5 Implements the end-of-life care 2.96 0.89 3.68 0.52 2.76 0.76
C6 Implements care for the bereaved family 2.54 0.95 3.53 0.59 2.91 0.74

Total 2.88 0.89 3.63 0.54 2.73 0.76

 D   Coping to the
      emergency
      situation

D1 Assesses emergency status 2.78 0.90 3.75 0.53 2.81 0.83
D2 Clinical decision making: diagnosis, planning, 2.81 0.88 3.68 0.52 2.86 0.75

 & evaluation
D3 Emergency care 2.79 0.94 3.67 0.54 2.73 0.75
D4 Utilize resources and transfer 2.93 0.93 3.61 0.61 2.41 0.82

Total 2.81 0.91 3.70 0.54 2.75 0.80

 E   Education &
      counseling

E1 Educate patients, family & caregivers 2.88 0.88 3.66 0.51 2.74 0.69
E2 Therapeutic communication 3.16 0.86 3.78 0.49 2.81 0.75
E3 Counselling 2.84 0.91 3.71 0.50 2.77 0.74

Total 2.93 0.89 3.70 0.50 2.76 0.75

 F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F1 Manage documents and information 3.13 0.97 3.66 0.55 2.31 0.79
F2 Human resource management 2.89 1.07 3.68 0.54 2.82 0.81
F3 Manage facility/resource 2.74 1.02 3.47 0.66 2.38 0.79
F4 Manage public finance 2.36 1.06 3.48 0.67 3.33 0.72
F5 Manage safety & environment 2.50 1.13 3.63 0.66 2.79 0.74
F6 Infection control 2.73 1.04 3.62 0.56 2.74 0.72
F7 Public relations 2.71 0.96 3.63 0.56 2.81 0.72

Total 2.74 1.02 3.59 0.60 2.65 0.75

 G   Consultation, regulation
      & collaboration

G1 Consultation 2.54 0.91 3.62 0.54 2.95 0.77
G2 Establish and maintain collaborative relations 2.86 0.93 3.64 0.55 2.48 0.85

Total 2.75 0.92 3.63 0.54 2.63 0.82

 H   Quality control &
      participation
      to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H1 Participate to policy development 2.56 0.92 3.68 0.56 2.77 0.74
H2 Implement legal and ethical affairs 2.87 0.93 3.77 0.44 2.74 0.71
H3 educate personnel related hospice palliative care 2.82 0.96 3.62 0.65 2.66 0.78

Total 2.75 0.93 3.72 0.51 2.74 0.73



18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10;13(1):13-23

4.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일과 일 요소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

  1) 자료수집에 한 일과 일 요소: A 자료수집 임무는 7

개 일과 22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3.23, 3.53, 2.76 으로 나타

났다(Table 2). A 자료수집 일의 요소에 한 빈도에서는 

A1-2 통증 사정하기(3.69), A1-1 통증유발요인사정하기

(3.59)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 고, 일 역에서도 A1 통

증 사정하기(3.64)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른 6개 

역 일의 빈도 범 는 3.17∼3.30 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 다. 빈도가 가장 낮은 일 요소는 A7-2 사별가족의 

처  의사소통양상 사정하기(2.79), A7-1 사별가족의 

슬픔 사정하기(2.83) 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일 한 

A7 사별가족 사정하기(2.81)이었다.

  A 자료수집  요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는 A1-2 

통증사정하기(3.95), A1-1 통증유발요인 사정하기(3.89) 항

목이었으며, 일 한 A1 통증사정하기(3.92)가 가장 높

은 요도를 보 고 그 다음은 A6 임종 련 사정하기

(3.81) 순이었다. 일의 요소에서 A3-2 진단 검사결과 해

석하기(3.40)의 요도가 가장 낮았으며 일의 역에서

도 요도가 가장 낮은 일은 A3 진단검사를 통한 자료

수집하기(3.43)이었다.

  A 자료수집 임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

는 A5-1 말기환자와 가족의  요구 사정하기(3.11)

이었고 일의 난이도 한 A5 말기환자와 가족의 

상태 사정하기(3.11)가 가장 높았고 A7 사별가족 사정하

기(2.93) 순이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의 요소는 A3-1 

진단 검사확인하기(2.45), A3-2 진단 검사결과 해석하기

(2.60) 순이었으며 일에서도 A3 진단검사를 통한 자료수

집하기(2.53), A2 통증 외 신체증상 사정하기(2.69) 순으

로 난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임상의사결정: 진단/계획/평가에 한 일과 일 요소: B 

임상의사결정: 진단/계획/평가 임무는 4개의 일과 26개

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92, 3.65, 2.77 으로 나타났다(Table 2). B 

임상의사결정: 진단/계획/평가에 속한 일에서 빈도가 가

장 높은 일의 요소는 B2-1 통증 완화 간호계획 수립하

기(3.36 ), B2-2 통증외 신체증상 완화 간호 계획 수립

하기(3.33 ) 순으로 나타났고, 빈도가 가장 낮은 일의 

요소는 B4-6 사별가족간호 수정보완하기(2.46 ), B2-8 

사별가족 추후 리 계획 수립하기(2.59 ) 순이었다.

  요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는 B2-1 통증완화 간호

계획 수립하기(3.83 )와 B2-2 통증외 신체증상 완화간

호 계획 수립하기(3.82 ) 순이었으며, 요도가 가장 낮

은 일의 요소는 B4-6 사별가족간호 수정보완하기(2.46 ), 

B2-8 사별가족 추후 리 계획 수립하기(2.59 ), B3-6 사

별가족간호 평가하기(2.60 ) 순이었다.

  B 임상의사결정 임무에 속한 일 요소 에서 난이도

가 가장 높은 것은 B4-3 심리사회  간호 수정보완하기

(2.92 )와 B4-4 간호 수정보완하기(2.92 ), B2-7 사

별가족의 간호 재 계획 수립하기(2.90 )이었으며, 난

이도가 가장 낮은 일의 요소는 B1-1 통증 련 간호진단 

내리기(2.57 ), B1-2 통증외 증산 련 간호진단 내리기

(2.57 ), B3-1 통증완화 간호평가하기(2.60 ) 순이었다.

  3) 치료  재  문간호수행에 한 일과 일 요소: C 

치료  재  문간호수행 임무는 6개의 일과 32개

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88, 3.63, 2.73 으로 나타났다(Table 2). C 

치료  재  문간호수행 임무에서 빈도가 가장 높

은 일의 요소는 C1-1 처방에 따른 약물요법 수행하기

(3.38), C1-2 약물요법의 부작용 리하기(3.31), C3-1 감

정표 을 격려하고 경청하기(3.30) 순이었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C6-4 의미요법 용하기(2.36), C6-5 

사별가족의 재 응 돕기(2.48) 다.

  C 임무 역에서 요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는 C5-2 

안 간호 수행하기(3.83), C1-2 약물요법의 부작용 리하

기(3.82), C3-1 감정표 을 격려하고 경청하기(3.82), C5-1 

임종  증상 완화하기(3.82) 순이었으며, 요도가 가장 

낮은 일의 요소는 C5-6 장례 차 돕기(3.40), C1-6 재활

의학과  통증 재 시 간호수행하기(3.41), C6-4 의미요

법 용하기(3.41) 다.

  C 임무에 해당되는 일의 요소  C6-5 사별가족의 재

응 돕기(2.99), C6-4 의미요법 용하기(2.98) 순으로 난

이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었으며,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의 요소는 C1-1 처방에 따른 약물요법 수행하기(2.31), 

C2-2 약물요법 수행하기(2.46) 순이었다.

  4) 응 상황 처에 한 일과 일 요소: 응 상황 처 임

무는 4개의 일과 14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

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81, 3.70, 2.75 으로 

나타났다(Table 2). D 응 상황 처 임무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는 D4-1 담당의사에게 의뢰하기(3.07), D3-1 

약물요법 수행하기(3.00)이었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일

의 요소는 D1-5 악성심장 압  사정하기(2.65), D3-3 응

증상완화를 한 보완요법 용하기(2.66)로 나타났다.

  요도는 D1-4 출 사정하기(3.79), D1-3 상 정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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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사정하기(3.78), D3-1 약물요법 수행하기(3.78)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요도를 보인 일의 요

소는 D4-2 응  이송하기(3.56), D3-3 응 증상완화를 

한 보완요법 용하기(3.59) 순이었다.

  D 응 상황 처 임무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D1-5 악

성심장 압  사정하기(2.88)와 D1-6 기타 응 증상 사정

하기(2.88)가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 고, 그 다음은 2.87

의 같은 수인 D2-1 응 증상 련 간호진단 내리

기, D2-2 응  증상 리 계획세우기 순이었다. 난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일의 요소는 D4-1 담당의사에게 의뢰

하기(2.38), D4-2 응  이송하기(2.43)이었다.

  5) 교육  상담에 한 일과 일 요소: E 교육  상담 

임무는 3개의 일과 14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93, 3.70, 2.76 으

로 나타났다(Table 2). 교육  상담 임무에서 빈도가 높

은 일의 요소는 E2-2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감정 표 을 

격려하기와 E2-3 극 인 경청하기 항목이 3.17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E2-1 말기환자와 가족과 치료

인 계 수립하기(3.15)이었다. 빈도가 낮은 일의 요소

는 E3-3 사별가족의 문제 사정하기(2.68), E3-4 사별가족

과 상담하기(2.69) 순이었다.

  요도 수 에서는 수가 높은 항목인 E2-3 극

인 경청하기(3.83), E2-2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감정 표

을 격려하기(3.78) 등과 요도가 낮은 항목인 E1-5 활용

할 수 있는 자원 확인하기(3.63), E1-7 시행한 교육의 효

과 평가하기(3.63), E1-6 교육 로그램  교육자료 개

발하기(3.64) 항목 간 범 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  상담 임무 역에서 난이도 역시 범  2.83∼

2.68 간격을 보여 일의 요소 각 항목간 난이도에 큰 차

이는 없었다.

  6) 환경  자원 리에 한 일과 일 요소: 환경  자원

리 임무는 7개의 일과 18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74, 3.59, 2.65

으로 나타났다(Table 2). 환경  자원 리 임무에서 

빈도가 높은 일의 요소는 F1-1 기록하기(3.21)와 F1-3 문

서 리하기(3.11), F1-2 호스피스 련정보 리하기(3.07) 

순이었고, 빈도가 낮은 항목은 F5-3 주간호스피스 안

리하기(2.23), F4-1 후원  모 하기(2.36)로 나타났다.

  환경  자원 리에서 요도가 가장 높은 일의 요소

는 F1-1 기록하기(3.74), F5-1 입원호스피스 안 리하

기(3.71) 순이었으며, F3-3 가정방문 가방 리하기(3.44)

와 F3-4 호스피스 시설 리하기(3.46)의 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수 에서는 F5-2 가정호스피스 안 리하기

(2.84), F7-1 호스피스 홍보하기(2.83), F7-2 호스피스 기

, 서비스 내용 홍보하기(2.83) 순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 요소는 F1-1 기록하

기(2.29), F1-3 문서 리하기(2.31)와 F3-1 장비(비품) 리

하기(2.31), F3-2 물자(소모품) 리하기(2.32) 순이었다.

  7) 의뢰/조정/ 동에 한 일과 일 요소: 의뢰/조정/ 동 

임무는 2개의 일과 3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

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75, 3.63, 2.63 이었

다(Table 2). 일 요소의 빈도 수 을 살펴보면, G2-2 국내

외 호스피스 련 학술 회 참석, 정보교환 등 네트워

크 유지하기(2.87)가 가장 높았고, G1-1 호스피스 련 

이슈에 해 의견 개진하기(2.54)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

다. 요도 항목에서는 3개 일 요소에서 3.62∼3.64로 

거의 비슷한 요도를 나타내었다. 난이도 수 에서는 

3개의 일 요소 에서 G1-1 호스피스 련 이슈에 해 

의견 개진하기(2.95)가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나머지 

2개 항목은 2.45, 2.50으로 비슷한 수를 보 다.

  8) 질 리  문직 발 참여에 한 일과 일 요소: 질 

리  문직 발 참여 임무는 3개의 일과 8개의 일 

요소로 구성되었고 일의 빈도, 요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2.75, 3.72, 2.74 으로 나타났다(Table 2). 질 리 

 문직 발 참여 임무에서 빈도가 높은 일의 요소는 

H2-4 말기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2.89)와 H2-1 말기환

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하기(2.88) 항

목이었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일 요소는 H1-1 호스피

스 련법규 확인하기(2.51) 다. 요도 수 의 범 는 

3.78∼3.62, 난이도 범 는 2.81∼2.66으로 거의 비슷한 

요도와 난이도를 나타냈다.

고      찰

  호스피스 문 간호사 제도와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의 직무를 구별함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에서 

말기 질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효율 인 간호서비스

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완화 간호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해 본 연구를 시도한 결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  직무기술서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직무와 비교분석함으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 규명  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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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 직무분석  직무기술

서

  호스피스 돌 (hospice care)과 완화  돌 (palliative care)

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호스피스 돌 이란 제한된 여

명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  돌 을 제공하는 서

비스 달체계로서 환자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의학 , 심리사회 , 으로 총체 인 돌 과 지지  

가족을 한 사별 리를 제공하는 것이다(12,13). 반면 

완화  돌 은 ‘고통 방과 경감을 통해 불치의 질병과 

이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증

진하기 한 근으로서 조기발견, 정확한 사정, 통증치

료, 다른 신체 , 심리 ,  문제 리가 이루어진다’

로 정의된다(14-16). 이러한 정의를 통해 호스피스는 

극 인 치료를 포기한 말기상태의 환자의 돌 과 죽음 

 사별 리까지 포 한 돌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는 반면, 완화  돌 은 호스피스 뿐 아니라 생명연장 

의료를 포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호스피스 완화 간

호사 직무분석 내용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고통 방과 경감을 한 임무 뿐 아니라 가족

을 한 사별 리에 이르기까지 호스피스 돌 과 완화

 돌 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호스피

스ㆍ완화의료 역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는 ‘호스피스’와 ‘완화’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로 명명되는 게 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호스피스ㆍ완

화의료 역에서 신체 (신체사정, 통증  증상 리 포

함), 심리사회 ,  간호돌 , 임상경험과 실무능력

을 갖춘 간호사’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라 정의하

다. 추후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명칭 한 ‘호스피스 

완화 문 간호사’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에

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에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

사’라는 의미가 추가되어야겠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의 정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간호사는 환

자를 신체 , 심리사회 , 으로 돌볼 수 있는 임상

경험과 실무능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상자의 약 80% 호스피스 기  는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기 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호스

피스  종양 문 간호사나 호스피스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가 22.1% 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경력도 1∼5년 미만이 31.6%이었다. 이는 호스피스 완

화 간호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해서는 석사과정의 호

스피스 문 간호사 자격 취득 외에 호스피스 실무 장

의 특성을 반 한 한 추가의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 수행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인증제도 수

행을 해 간호사를 한 호스피스 기본 교육과정 개발 

연구(2)와 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를 통해 재까지 합의

된 교육과정은 총 130시간(이론 98시간, 실습 32시간)이

다. 이론 교육과정의 분류 항목은 호스피스 완화 간

호의 개요, 삶과 죽음의 이해, 통증  증상 리, 심리사

회  간호, 간호, 보완  재, 상담이론과 실제, 호

스피스 완화 간호 윤리, 임종  사별간호, 호스피스 운

리, 비암성 말기환자 간호,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의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직무내용을 토 로 문 간호사의 역할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일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국내 호스피스 문 간

호사의 9개의 임무는 자료수집, 임상의사결정: 진단/계

획/평가, 치료  재  문간호수행, 응 상황 처, 

교육  상담, 환경  자원 리, 의뢰/조정/ 동, 질

리  문직 발 참여,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호스

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서는 9개의 호스피스 문 

간호사의 임무  ‘연구’를 제외시켰다. 한 교육  

상담 임무에서 ‘  구성원 교육’, 환경  자원 리 임

무에서 ‘기획하기’, 의뢰/조정/ 동 임무에서 ‘사례 리’, 

‘자문/ 상자 의뢰’ 등의 역할과 질 리  문직 발

 참여 임무에서는 ‘실무표  개발’, ‘호스피스 간호의 

질 리’의 일이 제외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그 역할  임무를 연구능력을 포함한 지도자보다는 

실무 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에 한 빈도, 요도, 난

이도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를 분석한 결과 자료수

집, 교육  상담, 임상의사결정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

타났으나 요도와 난이도는 비슷한 범 를 보여 일과 

일 요소항목을 심으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

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72.8%가 호스피스 는 

종양 문간호사이거나 호스피스 단기교육과정을 이수

한 간호사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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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간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었고,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자가 45.8%이었으며, 6년 이상 호스피

스ㆍ완화의료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간호사들이 호

스피스 역에 근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종

을 앞둔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문 인 신체증상

련 지식 뿐 아니라 사별가족 리, 임종  돌  등 치

료 인 인간 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요구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보겠다.

  자료수집 임무는 말기 환자의 신체 (통증  신체증

상), 심리사회 , , 임종 련상태  사별가족을 사

정하는 역할로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역할이었다. 자료수집 임무의 일 

역에서 요도와 빈도가 가장 높은 일은 ‘통증 사정’

이었으나 난이도 부분에서는 ‘통증 사정’이 가장 낮은 

수를 보인 항목이었다. 이러한 은 호스피스 역에

서 ‘통증 사정’이 가장 요하게 빈번히 수행되는 업무

로서 간호사들에게는 능숙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본 교

육과정 개발 연구에서(2)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간호사

의 역할  통증  증상 리를 요한 역할로 제시한 

내용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

자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17) 통증조   통증

이외의 증상조 문제가 환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요

인으로 조사되어 효과 인 통증 리를 한 첫 단계 

차인 통증사정은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에게 매우 요

한 임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별가족 사정’은 빈도

가 낮게 나타났으나 요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와 가족의  상태 사정’ 역할은 난

이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일이었다. 즉, 호스피스 

역의 간호사들이 ‘사별가족 사정’, ‘환자와 가족의  

상태 사정’ 역할을 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실제 

임상수행에 어려움을 갖거나 역할 모호를 경험하는 

을 반 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

스 병동 간호사의 역할변화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18)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경험한 역할변화는 기계 인 

간호에서 인간 인 간호로의 변화, 임종을 지키는 간호, 

가족지지  상담, 워크 조율의 4개 범주로 나타났으

며 일반병동에 비하여 심리사회, 인 부분과 가족지

지 간호가 필요한 경험을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 에서 두 번째로 빈도

가 높은 임무는 교육  상담 임무 다. 이 역에 해당

되는 일 요소에서 ‘환자와 가족의 감정표  격려’와 ‘경

청하기’는 요도와 빈도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인 

항목이었다. 환자와 가족의 지지  상담은 호스피스 완

화 간호사가 능숙하게 제공해야 할 임무로서 Kim(18)는 

연구에서도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경험한 변화된 간

호사의 역할로 확인되었다. ‘사별가족문제 사정  상담’

은 빈도가 가장 낮은 반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를 

보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 요소임이 악되었으며, ‘치료  계 수립’의 일 

요소 한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Kwon(8)

는 간호사를 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연수교육을 

한 요구도 조사에서 의사소통과 상담은 간호사들의 연

수교육 요구도가 높은 주제로 악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를 

해 치료  의사소통과 사별가족 상담기술 교육이 더

욱 구체 이고 체계 으로 수행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고 본다.

  교육과 상담 임무와 거의 비슷한 빈도를 보인 임무는 

임상의사결정(진단/계획/평가)이었다. 이 역에서는 자

료수집 임무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즉, 빈도와 

요도가 가장 높은 일 요소는 ‘통증  신체증상 완화 

간호계획 수립하기’이었고 ‘통증  통증 외 증상 련 

간호진단  평가’는 난이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호스피스 연수교육을 한 간호사

의 요구도 조사에서(8) 통증 리, 통증  증상평가는 

연수교육에 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주제로 악되어 

통증  신체증상 리에 한 내용은 계속 인 임상 , 

교육  요구가 있는 역임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 

 간호 역은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 는데 이러한 결

과는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간호 수행 정도

를 조사한 Yoon(19)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간

호 수행 정도는 하 정도에 미치는 수 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이 특히  간호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따라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  

인 간호수행을 한 교육  구체 인 돌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반면, 사별가족간호 진단/계획/

평가 역은 빈도도 낮았으나 요도도 낮아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들이 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 실

무에서 임종 까지의 간호 서비스에 비해 사별 리가 

극 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

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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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사별 가족을 한 돌 의 

요성을 강조하고 사별 리에 한 체계 인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치료  재  문간호 수행 임무에서

는 안 간호 수행, 약물 부작용, 감정표  격려  경청

하기 일 요소는 빈도와 요도에 있어 높게 인식하는 

역할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별가족 재 응에 한 역할

은 앞에 기술된 3개 역의 임무에서와 같이 빈도는 낮

고 난이도는 높게 인식된 역할이었다.

  응 상황 처에 한 임무에서는 출 사정, 상 정맥

증후군, 약물요법 등의 일 요소가 매우 요하다고 인

식된 역할이었고 보완요법 용 요소는 빈도와 요도

에 있어 모두 낮게 나타난 역할이었다. 특히 악성 심장

압  사정 부분은 낮은 빈도와 높은 난이도를 보여 이

에 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  자원 리 임무에서 상자들은 기록  문서

리와 안 리 역할에 해 매우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역할이었다. 반

면 후원  모 , 호스피스 시설 리 역할에서는 그 

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홍보 부분에서 한 높은 

난이도를 보 다. 호스피스 시설 리, 후원  모   

홍보의 임무는 실무역할이 강조되는 호스피스 완화 간

호사보다는 리자나 리더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호스피

스 문 간호사의 주된 역할로 인식되어 차별화 되는 부

분이라고 생각된다.

  의뢰/조정/ 동 임무에서는 호스피스 련 학회와 

회 가입  활동, 호스피스 련 이슈에 한 의견개진, 

학술 회 참석  정보교환 등을 모두 요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다. 질 리  

문직 발 참여 임무에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권리옹

호  정보제공 역할을 매우 요하고 빈도가 높은 호

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권리

옹호 역할은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여 간호사들에게 호

스피스 완화 간호 실무 역에서 옹호자의 개념, 역할  

상자의 권리옹호를 한 구체 인 돌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보건의료 정책 확인  

호스피스 련 법규 확인 등의 일 요소는 호스피스 완

화 간호사의 역할로 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직무분석 결과를 볼 때, 호스피스 완화 간호

사는 자료수집, 임상의사결정:진단/계획/평가, 치료  

재  문간호수행, 응 상황 처, 교육  상담, 환경 

 자원 리, 의뢰/조정/ 동, 질 리  문직 발 참

여의 8개 임무 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일과 일 요소 분석을 통해, 기획  리역할보다는 직

간호 실무 역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임상경험이 풍부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들이 직 간호 실무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도

록 하기 해 사별가족 리, 치료  계 진을 한 

상담기법, 심리사회 ,  사정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      약

  목 :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

사의 정의와 직무내용을 악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

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해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용하 으며 직무분석의 빈

도, 요도, 난이도 조사를 한 상은 ELNEC project 

Korea에 참석한 간호사 136명의 설문자료를 상으로 

하 다. 직무분석을 한 설문지는 8개의 임무와 36개

의 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6개의 일 내용에 해당되

는 일의 요소는 137개 문항으로서 각 일의 요소에 한 

요도, 빈도, 난이도는 각각 4  척도로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  특성과 직무내용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를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결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역에서 신체 (신체사정, 통

증  증상 리 포함), 심리사회 ,  간호 돌 에 

한 임상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정의하며, 호

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 기술서 임무 8개, 일 36개, 일

의 요소 137개로 구성되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

무에 한 빈도, 요도, 난이도 평균은 각각 2.94, 3.66, 

2.80 이었고, 가장 빈도가 높은 임무는 자료수집(평균 

3.23), 빈도가 가장 낮은 임무는 환경  자원 리(평균 

2.74)이었다. 각 임무에 한 요도는 모두 평균 3.50  

이상(평균범  3.53∼3.72)으로 모두 요한 임무라고 응

답하 다. 난이도는 의뢰/조정/ 동(평균 2.63)과 환경  

자원 리(평균 2.65)를 제외한 모든 임무 역에서 비슷

한 난이도(2.73∼2.77)를 보 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의 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역할은 통증 사정(평

균 3.64)이었고 빈도가 가장 낮은 역할은 재정 리하기

(평균 2.36)이었다. 요도 수 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인 일은 통증 사정(평균 3.92)이었고 가장 수가 낮

은 일은 진단 검사를 통한 자료수집하기(평균 3.43)이었

다. 난이도 항목에서 가장 수가 높은 일은 말기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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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족의  상태 사정하기(평균 3.11) 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은 문서/정보 리하기(평균 2.31)이었다.

  결론: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은 호스피

스 문 간호사에 비해 직 간호 실무 역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 인 통증  

신체증상 리에 한 계속교육이 요구되며 치료  

계를 형성하기 한 심리사회 ,  요구사정  

재, 의사소통  상담, 사별 리 역의 실무지침  심

화교육이 실히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상자(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

는 변화되고 진보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

무분석 결과를 토 로 이들도 호스피스 련 자격인증

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와 호스피스 완

화간호사회  한간호 회 차원의 노력이 조속히 진

행되어야겠다.

심단어: 직무분석,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역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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