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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is an explanatory study conduct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spice nursing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factors that affect hospice nursing performance working in scattered hospice patient units among nurses.
Methods: Research subjects were 236 nurses working in two hospitals located in two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5 to 31, 2014 and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3.0. Resul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hospice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depending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age, education level, position, total career
duration, life satisfaction, hospice counseling experience, hospice training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hospice service provider.
Spirituality and hospice percep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hospice nursing performance. A multi variate
regression analysis performed to identify independent factors influencing hospice nursing performance was significant (F=61.75,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4.1%. Higher spirituality (=.121, p=.027) and hospice perception (=.549,
p＜.001) were affecting higher hospice nursing performance.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ies and educational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program to enhance nurses’ existential
well-being and hospice perception and to create a clinical environment led by spiritually healthy older nurses with more
experience to ensure high-quality hospice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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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1]. 이를 수행하는 데에
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인간중심

1. 연구의 필요성

의 전인적 간호중재가 요구된다[2]. 죽음을 앞둔 위기상황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

서 심각한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간호사의 중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

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3], 환자의 믿음, 가치, 존재에 대하여

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갖도록 환자를 격려해주고 정서적,

주요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적 안녕, 간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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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도와주는 것 또한 호스피스

로 지정받지 않고, 정부의 지원 없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의

간호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4].

료기관 및 비의료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한정된 재원으

의학의 발달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간호사는 점점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와 말기환자를 간호하게 되고 종종 한

로 인한 문제점 등은 호스피스 인식의 확대나 호스피스 간호
수행의 증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14].

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간호사들의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야 한다[5]. 이러한 간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근무부서, 인문학적 소양, 영적 안

간호사의 영적 안녕이 중요할 것이며, 이는 간호사 개인의 직

녕, 임종경험 여부, 실무기간 및 호스피스 교육여부가 있었다

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6,7]. 또한 죽음이라는 위기상황

[17,18]. 본 연구는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스피스

에서 절망감을 경험하는 임종 환자의 영적 안녕을 도와주기

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간호사의 영적 안녕 및 호

위해 간호사 자신의 영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8].

스피스 인식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영

한편, 일부 말기환자의 경우 가족들의 인식 부족과 의료진

적 간호를 제공하며 말기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호스피

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호스피스에 너무 늦

스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본 연구는 호스

게 의뢰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다[9,10]. 호스피

피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질병과 죽음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

이다.

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호스피스
를 제공해야 할 의료진들의 인식 부족은 호스피스 대상자 확

2. 연구의 목적

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호스피스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스피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춘다면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가 자

스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스럽게 호스피스 기관에 의뢰될 수 있을 것이다[11,12]. 따

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라서 호스피스 돌봄의 인식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호스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스 돌봄 주체자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간호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간호수행

사들의 호스피스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호스피스의 형태는 크게 독립형, 병동형, 가정형, 산재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형은 가정적 분위기의 독립건물을 지
어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 병동형은 병원 내 호스피
스 환자만을 위한 병동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
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 가정형은 환자 가정에 전문 봉

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간호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과 호스피스 간호수
행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사자와 의료진이 방문해 돌보는 형태, 산재형은 호스피스 병
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병원 내 일반 환자와 말기 환자

연구 방법

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
한다[12,13]. 국내 호스피스는 2015년 국민건강보험 호스피

1. 연구 설계

스수가제 시행,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호스피스 서

본 연구는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스피스 간호

비스 유형별 수가시범사업 실시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

현재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으로 입원형, 가정형, 자

사 연구이다.

문형이 있다. 이중 자문형은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
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팀이 돌봄을 제공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하는 것으로, 호스피스 산재형의 변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

수 있다[14-16].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

다. 2개 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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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8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92였다.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9].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예측변

4) 호스피스 간호수행

수 14개(인구사회학적 특성 11개,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간호수행은 Bae [24]가 개발한 도구로 신체적 영

호스피스 간호수행)와 유의수준 5%, 효과크기 0.15, 검정력

역 11문항, 정서적 영역 15문항, 영적 영역 14문항, 사회적 영

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94명이었다.

역 9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시행 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과 응답의 불성실성 등을 고려하

1점에서 ‘꼭 시행한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총 250명에게 연구목적과 내

높을수록 호스피스 간호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용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

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97, 본 연구에서 신

이 부적절한 14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36명의

뢰도는 Cronbach's =.98이였다.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3. 연구도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적 안녕의 정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종

도, 호스피스 인식의 정도,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정도를 파악

교, 직위, 근무기간, 근무부서, 삶의 만족도, 호스피스 상담경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험 유무, 호스피스 교육경험 유무, 호스피스 제공 주체로 조

른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

사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

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영적 안녕, 호스

까?”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선택지는 ‘높다’, ‘보통이다’,

피스 인식, 호스피스 간호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낮다’ 의 세 범주를 포함하였다. 호스피스 제공 주체는 “호스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간호

피스 제공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응답자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가 ‘의사’, ‘간호사’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을 수행하였다.

2) 영적 안녕

5. 윤리적 고려

영적 안녕은 Paloutzian과 Ellison [20]이 개발하고 Choi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의

[21]가 번역, Kang [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종

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교적 영적 안녕 10문항, 실존적 영적 안녕 10문항, 총 20문항

심의를 받았다(No.14-8차-1호). 또한 해당병원의 간호부와

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담당자의 허락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

4점으로 배정된 Likert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의적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

으로 연구 참여를 수락한 사람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

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가 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는 Cronbach's =.93이였다.

연구 결과
3)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인식은 Kim 등[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본 연구의 대상자는 236명의 여성 간호사로 이들의 평균연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정된 Likert 4점 척도

령은 33.4세였다. 20대가 42.4%로 가장 많았고, 30대 32.6%,

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40대 19.5%, 50대가 5.5%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이 각 50%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36.9%, 대졸 46.2%,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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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N=236)
Characteristics
Age (yr)

Mari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Position
Total career
duration (yr)

Working unit

Life satisfaction
Experience of hospice
counseling
Experience of hospice
education
Perception of hospice
service provider

Categories
＜30a
30∼＜40b
40∼＜50c
≥50d
Mean±SD
Unmarried
Married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Yes
No
Staff nurse
Above charge nurse
＜5
5∼＜10
10∼＜15
15∼＜20
≥20
Mean±SD
Internal medicine ward
Surgical ward
General ward
Geriatric ward
High
Others
Yes
No
Yes
No
Doctor
Nurse

n

(%)

100 (42.4)
77 (32.6)
46 (19.5)
13 (5.5)
33.36±9.08
118 (50.0)
118 (50.0)
87 (36.9)
109 (46.2)
40 (16.9)
133 (56.4)
103 (43.6)
202 (85.6)
34 (14.4)
101 (42.8)
41 (17.4)
33 (14.0)
23 (9.7)
38 (16.1)
9.15±8.32
89 (37.7)
67 (28.4)
64 (7.1)
16 (6.8)
99 (41.9)
137 (58.1)
79 (33.5)
157 (66.5)
66 (27.5)
171 (72.5)
142 (60.2)
94 (39.8)

p=.003), 근무기간(F=4.02, p=.004), 삶의 만족도(t=2.04,
p=.043), 호스피스 상담경험(t=2.23, p=.027), 호스피스 교육
경험(t=2.46, p=.016), 호스피스 제공 주체(t=4.83,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간호수행 정도
대상자들의 영적 안녕은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2.78점이었
으며, 영적 안녕의 하위 영역인 종교적 영적 안녕은 2.61점,
실존적 영적 안녕은 2.95점이었다. 호스피스 인식은 3.31점,
호스피스 간호수행은 3.19점으로 영역별 호스피스 간호수행
은 신체적 영역 3.23점, 정서적 영역 3.28점, 영적 영역 3.16
점, 사회적 영역 3.05점이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과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관계
대상자의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간호수행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인식
(r=.15, p=.019),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간호수행(r=.19, p=
.004), 실존적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인식(r=.23, p＜.001),
실존적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간호수행(r=.25, p＜.001), 호
스피스 인식과 호스피스 간호수행(r=.58, p＜.001) 모두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thers=Average and low.

대상자의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는 연령,
이상 16.9%, 종교는 ‘있음’ 56.4%, ‘없음’ 43.6% 이었다. 직위

학력, 직위, 근무기간, 삶의 만족도, 호스피스 상담경험, 호스

는 일반간호사 85.6%, 책임간호사 이상 14.4%, 평균 근무년

피스 교육경험, 호스피스 제공 주체, 종교적 영적 안녕, 실존

수는 9.2년이었고, 근무부서는 내과 37.7%, 외과 28.4%, 일

적 영적 안녕, 호스피스 인식이고 종속변수는 호스피스 간호

반 27.1%, 요양병동 6.7% 순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수행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높다’ 41.9%, ‘그 외(보통 및 낮다)’ 58.1%이었다. 호스피스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하였고, 변수선택 방법으로 후진

상담경험은 ‘있음’ 33.5%, 호스피스 교육경험은 ‘있음’

제거법을 이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27.5%, 호스피스 제공 주체를 누구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오차의 자기상관성을 살펴보면 DW 통계량이 1.987로 2에

서는 ‘의사’ 60.2%, ‘간호사’ 39.8% 확인되었다(Table 1).

가까워 오차항간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
한계(tolerance)범위는 0.947로 0.1보다 높고, 분산팽창지수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56로 10보다 낮으므로 다
중공성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호스피스 간호수행은 대상자의 연령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F=61.75,

(F=7.24, p＜.001), 학력(F=3.82, p=.023), 직위(t=−3.1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4.6%이다. 호스피스 간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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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Hospice Nursing Performance b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r)

Mari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Position
Total career duration (yr)

Working unit

Life satisfaction
Experience of hospice counseling
Experience of hospice education
Perception of hospice service provider

n

＜30a
30∼＜40b
40∼＜50c
≥50d
Unmarried
Married
Collegea
Universityb
Graduate schoolc
Yes
No
Staff nurse
Above charge nurse
＜5a
5∼＜10b
10∼＜15c
15∼＜20d
≥20e
Internal medicine ward
Surgical ward
General ward
Geriatric ward
High
Others
Yes
No
Yes
No
Doctor
Nurse

100
77
46
13
118
118
87
109
40
133
103
202
34
101
41
33
23
38
89
67
64
16
99
137
79
157
66
171
142
94

M

SD

3.15
3.11
3.34
3.55
3.16
3.23
3.14
3.18
3.35
3.17
3.23
3.16
3.40
3.17
3.03
3.20
3.24
3.38
3.13
3.26
3.22
3.19
3.26
3.15
3.28
3.15
3.31
3.15
3.29
3.05

0.41
0.36
0.40
0.40
0.41
0.41
0.41
0.38
0.44
0.40
0.42
0.39
0.43
0.42
0.31
0.39
0.44
0.40
0.37
0.43
0.42
0.43
0.42
0.39
0.43
0.39
0.45
0.38
0.43
0.31

(N=236)
t or F
7.24

−1.30

p
(Scheffe)
＜.001
(a,b,c＜d,
a,b＜c,d)
.195

3.82

.023
(a,b＜c, a＜b,c)

1.05

.294

−3.12

.003

4.02

.004
(a,b,c,d＜e,
b＜a,c,d,e)

1.41

.240

2.04

.043

2.23

.027

2.46

.016

4.83

＜.001

Others=average and low.

Table 3. Spirituality, Hospice Perception and Hospice Nursing Performance of the Nurses
Variables
Spirituality

Hospice perception
Hospice nursing performance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Total
Physical care
Emotional care
Spiritual care
Social care
Total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는 표준화된 의 크기로부

(N=236)

Range

Min

Max

M

SD

10∼40
10∼40
20∼80
20∼80
11∼44
15∼60
14∼56
9∼36
49∼196

10
14
24
47
27
39
23
12
101

40
40
80
80
44
60
56
36
196

2.61
2.95
2.78
3.31
3.23
3.28
3.16
3.05
3.19

0.66
0.44
0.48
0.49
0.45
0.41
0.49
0.56
0.41

논 의

터 호스피스 인식, 실존적 영적 안녕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존
적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121, p=.027), 호스피스 인식이

본 연구는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스피스 간호

높을수록(=.549, p＜.001), 호스피스 간호수행 또한 높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호스피스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간호수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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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pirituality, Hospice Perception and
Hospice Nursing Performance of the Nurses
(N=236)

Spirituality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Hospice perception

Hospice
perception

Hospice nursing
performance

r (p)

r (p)

.15 (.019)
.07 (.324)
.23 (＜.001)

다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들의 호스피스 간호수행점수
가 높게 측정되었지만, 보다 표준화된 호스피스 간호수행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인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간호사들 대상의 연구가 진

.19 (.004)
.10 (.136)
.25 (＜.001)
.58 (＜.001)

행되어 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간호수행
정도를 보면 혼인상태, 종교, 근무부서에서는 차이가 없었지
만, 50세 이상의 연령, 대학원 이상의 학력, 20년 이상의 근무

Table 5. Factors Affecting Hospice Nursing Performance
B

SE

(constant)

1.357

0.187

Existential well-being

0.113

0.051

Hospice perception

0.454

0.045

2



t

(N=236)

경력,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 높은 삶의 만족도, 호스피스

p

상담경험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호스피스 제공 주체를 의

7.27

＜.001

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121

2.23

.027

따른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차이 부분을 제외하고 선행연구

.549

10.08

＜.001

결과를 모두 지지하였다[18,26]. 전체적으로 연령이나 근무

2

R =.346, Adj.R =.341, F=61.75, p＜.001.

기간, 학력 등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상담
경험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간호수행 업무가 높은 것은 숙

대상자들의 영적 안녕은 평균평점 총 4점 중 2.78점으로 암

련된 상황대처기술과 간호수행능력 축적 및 본인의 높은 교

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 [3]의 3.04점보다

육수준이 반영되어 호스피스 간호수행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낮았지만,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 등[6]의 4점 척도

생각되며 호스피스 간호수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정책적

로 환산한 연구결과인 2.86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Lee와 Han [7]의 2.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Lee와 Kim [3]의

대상자의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인식 및 호스피스 간호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 87.5%로, 본 연

행 간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호스피스 간

구 대상자들의 대졸 이상의 학력의 분포인 63.1%와 차이가

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호스피스 인식과 실존적 영적

있었다. 세부적으로, 종교적 영적 안녕은 2.61점, 실존적 영

안녕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7,18]. 호스

적 안녕은 2.95점으로 실존적 영적 안녕이 더 높은 점수를 나

피스 간호사의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연구에서도 이 분

타냈다.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삶의 목적과 만족, 가치 인식

야의 간호사는 환자를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으로 돌볼 수

에 대해 자신의 존재에 더 많은 영적 안도감을 갖고 있음을 나

있는 임상경험과 실무능력이 요구되고 호스피스 실무현장의

타내며 선행 연구들[6,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추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

대상자들의 호스피스 인식은 평균평점 총 4점 중 3.31점으

다[27].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

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o 등[17]의 3.32점과 유사하

스피스 인식과 실존적 영적 안녕을 강화할 수 있는 호스피스

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3.13점 및 간호보조인력 3.03점[25],

상담과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종합병원 간호사 3.21점[1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의 확대 및 말기환자와 가족

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3]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프

의 삶의 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로그램 비참여군의 평균평점 3.06보다 높은 결과이지만, 호

시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14], 간호사들의 호스피스 인식

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프로그램 참여군의 평균평점 3.50점

과 영적 안녕을 증진시켜 이들의 호스피스 간호수행을 촉진

보다 낮아 간호사들의 호스피스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중재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적극적인 호스피스 간호수행을 위해 간호사들의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호스피스 간호수행 평균점수는 평균평점 총 4

이해와 지식정립을 돕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된 인력이 필

점 중 3.19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의 2.94점[26], 노인요양

요하며,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 호스피스 간호수행

시설 간호사의 2.43점[18]보다 높았다. 일반병원의 간호사보

의 관련변인 및 영향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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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들의 호스피스 간호수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행을 조사한 자료로서, 현재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2004;15(1):132-144.

및 미래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과의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연구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개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산재형 호
스피스 병동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
함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 수행
을 제언하는 바이다.

3. Lee JH, Kim CS.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burnout
on self-esteem among nurses working in a cancer
hospita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9;
3(1):1-12.
https://doi.org/10.34089/jknr.2019.3.1.1
4. Loke SS, Rau KM, Huang CF. Impact of combined hospice
care on terminal cancer patients.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2011;14(6):683-687.
https://doi.org/10.1089/jpm.2010.0331

결 론

5. Kang ES, Kim YH, Lee KR. The effect of holistic health
program o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본 연구는 산재형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의 호스피스 간호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호스피스 간호수행

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5):2172-2179.

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된 설명적

https://doi.org/10.5762/KAIS.2011.12.5.2172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영적 안녕 및 호스피스 인

6. Han MY, Sohn SK, Kwon SH, Choi JH, Choi KH. The rela-

식이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

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piritual well-being, and

며 호스피스 간호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력, 직위, 근무기간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영적

Research. 2014;20(1):21-28.

안녕, 호스피스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https://doi.org/10.14370/jewnr.2014.20.1.21

고 적용하는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며 양질의 호스피스 간호
수행을 위해서 호스피스 인식이 높고 영적으로 건강한 간호
사 양성을 위한 임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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