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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SynergyModel을 이용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개발

본 연구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
발하는 방법론적인 연구이다.SynergyModel이란 대상자의 8가지 특성과 간호사
의 8가지 특성이 잘 부합하면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는 모델로서,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그 동안 직무 기술서 개발 시 도외시
되었던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간호를 지향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SynergyModel이 제시한 간호사의 8가
지 특성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의 대분류를 작성하고,중분류는 기존
의 간호 직무 분석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그 결과 8개의 대분류,20개의 중
분류,130개의 세부직무가 제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이 개발
되었다.
2.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5

일까지 임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수행 빈도는 거의 매일 한다가 임상적
판단에서 20명(90.5%),옹호 및 윤리적 도움에서 10명(47.2%),간호 실무에서 11명
(47.8%),협동에서 7명(30.4%),조직적 사고에서 3명(11.4%),다양성에의 반응에서
5명(20.9%),임상적 연구에서 2명(9.2%),학습촉진에서 6명(27.1%)으로 나타났다.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22명(96.6%)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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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에 대해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
일까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CVI(ContentValidityIndex)0.70이상인 세
부직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삭제,추가하여 총 1개의 세부직무
를 삭제하고,5개의 세부직무를 추가하였으며,13개의 세부직무를 수정,1개의 세
부직무를 재분류 하였다.이를 토대로 대분류 8개,중분류 20개,세부직무 134개로
구성된 최종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가 개발되었다.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 규명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변화하는 시대
의 새로운 간호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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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사회 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의 연장,노인인
구의 증가를 비롯하여 비만,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건강관련 요인의 변화로 최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2004)에 따르면 심장질
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2006)에 따르
면 순환기계의 질환으로 지출된 의료비가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58% 증가했
다고 한다.이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만 명당 유질환 인구수가 차츰 감소하
고 있는 점(국민건강보험공단,2006)을 감안했을 때,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타
심혈관 질환이 증가했음을 암시한다.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 및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심혈관 센터

를 개원하고 있다.1990년대 전후로 개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20여개의 대
학 부설 병원을 포함한 3차 의료기관에서 심혈관 센터 및 심혈관 병원을 개원하
고 있다.이러한 센터에는 심혈관 중환자실이 일반 중환자실에서 독립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요구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서울의
일 병원의 통계(서울아산병원,2005)에 따르면,심혈관 중환자실의 연 환자수가 매
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8000명이 넘어섰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적인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의 개발이 요
구된다.심혈관 중환자 간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최근 업무가 세분화 되고
있고,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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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간호업무(김문실 외,2000;박순경,1998),소아 중환자의 간호 업무(정보
경,2003),암 환자 케어 코디네이터의 업무(김은현,2006),조혈모세포이식 간호업
무(신현주,2005),장루전문 간호사의 업무(천자혜,2000),응급 전문 간호사의 업
무(이현심,2004)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직
무 분석 혹은 직무 기술서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직무 기술서란 한 직위에 부가된 직무와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으로 대분류,중분류,세부직무로 기술된다(Heathfield,2007).지금까지의 직무 기
술서는 주로 기본 간호의 분류 및 전문 간호사의 역할 분류,간호 표준 혹은 간호
진단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져 왔다.그러나 이는 제공자 중심의 기능적 업무
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최근의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의 간호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SynergyModel은 대상자의 8가지 특성과 간호사의 8가지 특성이 잘 부합하면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는 모델로서,임상전문 간호사의 실무 및 역할(Cohenetal.,
2002;Moloney-Harmon,1999),임상의 간호 심화과정 개발(Czerwinskietal.,
1999),임상 훈련에의 적용(Alspach,2006)등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다.이러한 SynergyModel을 사용하여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면,환자의 임상적 특성 뿐 아니라,환자 개인의 내재된 능력 및 가족,환경
까지도 잘 사정할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환자의 임상에서의 실무 수행 뿐 아니
라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고,임상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및 학습 촉진의 전문가적 측면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전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도외시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에 부가된 직무와 책임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도록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하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 직무 기술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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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심혈관 환자들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SynergyModel에 기반을 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직무 기술서
직무 기술서란 한 직위에 부가된 직무와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으로 대분류,중분류,세부직무로 기술된다(Heathfield,2007).본 연구에서의 심혈
관 중환자실 간호 직무 기술서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문헌고찰 및 국내
일 대학병원 심혈관 중환자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간호행위의 기술과 분류
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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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11...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

직무분석은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들을 정의해 놓
은 것으로(Cascio,1998),특정 직무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및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숙련,지식,능력,
책임 등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혀 기술하는
절차이다(송상호,1997).이는 시대별 상황에 맞게 조직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찾아내는 기본도구이다(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1995).
직무분석은 직무기술서(JobDescription)와 직무명세서(JobSpecification)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Flippo,1980),직무기술서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행동을 직무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양식으로 직무를 대분류,중분류,세부
직무로 기술되며,직무명세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능,
육체적·정신적 능력 등 인적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양식으로,직무명칭,직무의
소속,요구되는 교육수준·지식·역량·기능/기술·정신적/육체적 능력·경험,인성/적성,
가치,태도,성별,적정 연령,자격/면허 등이 포함된다(이홍민,2004).
직무의 내용 변화에 따라 직무분석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확대발전하여 왔는데,

단순한 수공업적 직무상태에서 1911년 Taylor의 시간연구와 그 후 Gibreth의 동작연
구를 토대로 직무가 세분화,표준화되어 임금결정 및 작업개선에 활용되었다.2차 세
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시 인력관리 위원회가 직무분석을 통해 군대에서의 효용성을
입증하여 직무의 전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직위의 주요 특성을 상세히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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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1995;장수용,2004),최근에는 조직관
리에서 인사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즉,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을 명확히 하여 조직구조와 설계를 보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정하여 직무중
복을 없애며(김성국 외,2002),합리적 채용,배치,이동의 기준을 제공하고,직무개선,
교육훈련,임금,안전관리,작업조건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김인숙 외,2003).
특히 표준을 근거로 작성된 직무기술서(Standard-basedJobDescription)는 지

위에 따른 명백한 역할기대를 제공함으로 역할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감소시키며,
이를 사용하여 오리엔테이션과 간호사개발 프로그램,업무수행평가서(Performance
Appraisal)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Swansburg& Swansburg,1999).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간간간호호호 관관관련련련 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의의의 동동동향향향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급속히 이루
어지고,그에 따른 간호사의 근무형태 및 직무활동의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특히 중환자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위하여 첨단 기술을 이용
한 복잡한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증상이 매우 심하고,
의식이 없으며,병원 내에서도 가장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김건자,1991).
21세기를 대비하여 병원은 중환자들을 질병 또는 병원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최소의 인력과 최대의 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와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판단력과 임상적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
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중환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안
금희,2000).실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고도의
임상 전문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Lookinland& Crenshaw,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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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AssociationofCritical-CareNurses(AACN)는 중환자 간호를 인간
의 전체성,통합성,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규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로
정의하고 있으며,중환자실 간호사는 응급상황 및 생명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
성환자를 간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Adler,1984).Gallagher등(1997)은 미래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간호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제공자에 국한되지 않고 중환
자진료에 관련된 다른 인력들과 협력하여 총체적인 중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팀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중환자 간호의 직무 분석 및 직무 기술서에 대한 연구도 최근 관심 있

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직 부족한 실정이다.간호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분야별로 이루어졌다.분야별 간호 업무의 연구에는 보건소의 간호업무(유
호신,2003),보건교사의 보건업무(박정주,2003),한방병원의 간호업무(1992),수
술실의 간호업무(김미영,2000),외래 간호업무(이지숙,1999),응급실의 간호업무
(김희정,2006;김광주 외,1995;한경희,1996),일반 간호사의 업무(김도연,
2006;지애남,2002;추수경 외,1997,김소인 외,1996),중환자실의 간호업무(신
정애,2006;이정희,2003;장봉희,2000)등이 있다.최근 업무가 세분화 되고,전
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직무 분석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는
데,혈액투석 간호업무(김문실 외,2000;박순경,1998),소아 중환자의 간호 업무
(정보경,2003),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업무(고유경,2002),암 환자 케어 코디
네이터의 업무(김은현,2006),조혈모세포이식 간호업무(신현주,2005),장루전문
간호사의 업무(천자혜,2000),응급 전문 간호사의 업무(이현심,2004)에 대한 연
구가 이에 해당한다.
중환자간호 업무 분석을 한 장봉희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

봉희(1990)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분석,주요 업무 고찰을 토대로 중환자실 책
임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의 역할별 업무를 조사하였는데,간호 실무 표준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환자 및 보호자,다른 동료 의료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
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간호 제공자로 분류하였고,질 향상을 위한 지
속적인 관리활동,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도
록 돕는 옹호자로서의 역할,계속 간호를 위해 환자 및 가족,신규간호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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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전문직 발전을 위한 개인적,단체적 활동,임상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의 임상실무에의 적용 등을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역할별
업무로 규정하였다.중환자실 책임간호사의 업무로는 일반간호사의 업무에 중환자
간호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
할을 추가하였다.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와 가장 유사한 심장외과 중환자의 간호 업무 분석을 한

고유경의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유경(2002)은 심장외과 중환자
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의 내용을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통해 28영
역 254개의 간호활동으로 간호활동을 제시하였고,실제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수
행되고 있는 간호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질문지와 관찰을 이용하여 22개의 영역의
264개의 간호활동을 추출하였다.그 후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22
개의 영역의 총231개의 간호활동을 추출하였다.내용타당도를 통해 작성된 최종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의 틀은 사정,감시,호흡관리,영양관리,배설 및 배액
관리,기동성 관리,위생관리,안전관리,체온관리,검사물 채취,각종처치의 준비
및 보조,피부 및 상처 관리,감염관리,투약관리,교육 및 지지,임종간호,기록 및
보관,물품관리,환경관리,의사소통,평가,전문직 개발의 22개의 업무범주로 구성
된다.
미국 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부족으로 경력 간호사의 채용을 목적으로 직무 기

술서가 개발된 곳이 많이 있었으나,이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심혈관 중
환자실의 직무 기술서(RN incardiovascularICU ofChildrenHospitalofOrange
County,RN inCardiovascularICU ofTenetHealthcareCorporation)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이에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직무 기술
서 개발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중환자 전문 간호사의 자격에 대한 연구
(AACN,2003)등 대부분 중환자 전문 간호사에 대한 연구들만 이루어졌으며 심
혈관 중환자 간호의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분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개발된 기존의

직무 기술서는 제공자 중심의 기능적 업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이는 환자 중
심의 전인 간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또한 최근의 변화하는 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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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간호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그 동안 직무 기술
서 개발 시 도외시 되었던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간호를 지
향할 수 있도록 Syenrgy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333...SSSyyynnneeerrrgggyyyMMMooodddeeelll

American Association ofCritical-CareNurses(AACN)의 Synergy Model은
대상자의 보편적인 요구에 입각한 8가지 특성과 대상자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사의 8가지 특성이 만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환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간호사 측면,기관 측면에서의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Curley,1998).

<그림 1>SynergyModel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결과
출처:Hardin& Kaplow(2005).SynergyforClinicalExcellence-TheAACN SynergyModelforPatient

Care.Boston:JonesandBart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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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8가지 특성은 극복력(Resiliency), 취약성(Vulnerability), 안정성
(Stability),복잡성(Complexity),자원 유용성(Resourceavailability),치료에의 참
여(Participationincare),의사결정에의 참여(Participationindecisionmaking),예
측 가능성(Predictability)이다.대상자의 각 특성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상황에 따
라 낮고 높을 수 있다.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SynergyModel의 대상자 특성

특성 정의
극복력
(Resiliency)

대상자가 보상기전 및 대처기전을 사용하여 회복수준
으로 되돌아오는 능력

취약성
(Vulnerability)

대상자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
적 혹은 잠정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감수성

안정성
(Stability)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복잡성
(Complexity)

두개 이상의 systems(예:신체,가족,치료 등)의 복잡
하게 얽힌 정도

자원 유용성
(Resourceavailability)

대상자,대상자의 가족 및 지역사회가 현 시점에서 얻
을 수 있는 자원(재정적,사회 심리적,기술적 등)의
정도

치료에의 참여
(Participationincare)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이 치료에 관여하는 정도

의사결정에의 참여
(Participationin
decisionmaking)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이 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특정 질병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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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8가지 특성은 임상적 판단(Clinicaljudgement),옹호(Advocacy),돌
봄 수행(Caring practices),협동(Collaboration),조직적 사고(Systemsthinking),
다양성에 대한 반응(Responsetodiversity),임상적 연구(Clinicalinquiry),학습
촉진(Facilitationoflearning)이다.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SynergyModel의 간호사의 특성
특특특 성성성 정정정 의의의

임상적 판단
(Clinicaljudgement)

형식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간호 기술,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임상적 의사결정,비
판적 사고를 포함한 임상적 추론

옹호
(Advocacy)

타인의 신념에 대해 일하고,대상자,대상자의 가족 및 간호
사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며,임상 내외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도덕적인 도움을 주는 것

돌봄 수행
(Caringpractice)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호의적,지지적,치료적인 환경을 제공
하는 간호 활동들을 말함.이것의 목적은 안정감 및 회복을
증진시키고,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함에 있다.

협동
(Collaboration)

대상자의 현실적으로 최상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의사,
대상자의 가족,타 건강 관리자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는 다학제간이 될 수도 있고,동종계에서
도 일어날 수 있다.

조직적 사고
(System thinking)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에 있는 대상자,대상자의 가족,의료
진을 위한 환경적,조직적 요소들을 간호사가 관리할 수 있
게 하는 지식체와 도구

다양성에 대한 반응
(Responseto
diversity)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그 차이를 인식하고,통찰하며,그 차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민감성.차이는 대상자 가족 및 건
강관리 팀 내 구성원의 개성,문화적 차이,영적 신념,성,인
종,민족,장애,가족 형태,생활습관,사회경제적 수준,연령,
가치,대체의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상적 연구
(Clinicalinquiry)

연구를 적용하고 경험적 지식을 통해 실무에 대해 계속 질문
하고 평가하며,실무의 변화를 창조해내는 지속적인 과정

학습 촉진(Facilitation
oflearning)

대상자,간호사,의사 및 타 건강 관리자들에게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학습할 때 도움을 주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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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간호 실무의 틀로 기술되고 있어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Hardin과 Hussey(2003)은 심부전 클리닉을 찾은 82세의 흑인 할머니의 사례

를 통해 SynergyModel을 적용하였다.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사정
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임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대상자의 의사
결정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옹호 및 도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
며,대상자가 자원들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대상자의 질
병,투약 및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요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동
을 한다.대상자의 가치 및 신념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다양성에 대한 반
응을 보여야 하며,어떠한 전략들이 대상자를 더욱 성공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지
꾸준히 질문하는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햐여
간호를 수행한 결과,대상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며,지속적인
투약 및 식이 관리를 통해 혈압,맥박이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하지부종 및
호흡곤란의 호소가 없었다.
Mullen(2002)은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16세 마비환자의 사례 연구를 통

해 SynergyModel을 적용하였다.그는 대상자의 특성을 연속선상에 놓고 그 정도
를 파악하며,그 특성이 그 정도로 체크된 이유를 기술함으로써 그 대상자의 전반
적인 사정을 할 수 있었다.또한 대상자의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간호사의
특성을 파악하여,자칫 중환자실에서 놓치기 쉬운 대상자의 옹호 ,도덕적 측면 및
교육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대상자는 불안이
감소되었고,대상자 가족 또한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상전문 간호사의 실무 및 역할(Cohenetal.,

2002;Moloney-Harmon,1999)을 기술한 연구도 있었으며,임상의 간호 심화과정
개발(Czerwinskietal.,1999)및 임상에서 전략으로써의 적용(Markey,2001)에도
이를 사용하였다.간호사의 특성 중 하나인 임상 연구(Hardin& Hussey,2001),
간호사의 도덕적 측면 강화(Hayes,2000)를 위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상현장 뿐 아니라 간호 교육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Kap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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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그리고 이는 실제로 피츠버그의 Duquensne대학에서 SynergyModel을 교
육의 틀로 정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적용 준비 중에 있다.
이렇듯 SynergyModel은 임상 및 연구,교육에서 적용되고 있으며,중환자 간

호의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는 데에도 그 틀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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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
발하는 방법론적인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그림 2>연구절차

111단단단계계계:::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 작작작성성성

222단단단계계계:::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임임임상상상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333단단단계계계:::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444단단단계계계:::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최최최종종종안안안 개개개발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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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 작작작성성성
①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개발의 기본 원리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SynergyModel이 제시한 간호사의 8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의 대분류를 작성함을 그 기본 원리로 하
였고,중분류는 기존의 간호 직무 분석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Synergy
Model에서 제시한 환자의 8가지 특성은 세부직무로 기술하여 포함시켰으며,분류
는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②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작성
국내 및 미국 의료기관의 간호 직무 기술서,관련 문헌의 고찰과 간호대학 교

수 및 임상 간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178개의 예비항목을 선정하였다.그 후 네 차
례의 수정단계를 통하여 8개의 대분류,20개의 중분류,130개의 세부직무가 제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222)))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임임임상상상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서울의 일개 대학 부속병원에서 심혈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직무

기술서의 각 항목의 필요성 및 빈도를 측정하여 직무기술서의 임상 타당도를 조
사하였다.
① 직무 기술서 초안의 임상 타당도 검증:필요성,수행 빈도 측정
1단계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 초안에 대하여 심혈관 중환자 간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필요성은 유무로,그 수행 빈도는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심혈관 중
환자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은 심혈관 중환자 간호사가 수행해야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로 표시하게 하였
다.수행 빈도는 특정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며 “거의 하지 않
는다”,“가끔 한다”,“자주 한다”,“거의 매일 한다”로 표시하게 하였다.각 문항에
대해 이견이나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개방성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연구 대상
현재 서울의 일 대학 부속병원에서 심혈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27명

전수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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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회수된 자료는 총 24
부였으며,회수율은 89%였다.

333)))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내용타당도는 도구의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지,측

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모든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Lynn,1986;성태제,2002).
① 전문가 집단 구성
전문가 집단 선정은 전문성의 범주를 결정하고 각 범주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를 선택하는 것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Lynn,1986).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서울의 일개 대학 부속병원에서 심혈관 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명 및 파트장 2명으로 총 9명을 선정하였다.
② 내용타당도 검증
직무기술서 초안의 내용타당도 조사 도구는 직무기술서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

로 4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조화하였다.각 문항에 대해 ‘매우 타당하지 않다’,‘타
당하지 않다’,‘타당하다’,‘매우 타당하다’로 표기하게 하였으며,기술서 초안에 대
해 삭제,추가,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또한 전
문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직무기술서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도 조사는 9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설문지를 배부하여 12월 5일까지 자료를 회수하였다.

444)))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최최최종종종안안안 개개개발발발
내용 타당도 조사에서 CVI(ContentValidityIndex)0.70이상인 직무기술서 문

항을 채택(Lynn,1986)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목을 추가,삭제,수정,
보완하여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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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의 임상 타당도 검증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였다.자료수집방법은 서

울의 일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 파트장에게 준비된 설문지를 전달
하였으며,간호 파트장이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27명의 간호사에
게 설문지를 배부,2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89%였으나,응답이 불충분
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23부가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Window 11.5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필요성,빈도를 평균,표준편차,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의 내용타당도 검증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자료수집방법은 서

울의 일 대학 간호대학 교수 2명에게 직접 전달,회수하였으며,일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 파트장 에게 준비된 설문지를 전달하여,간호 파트장이 간
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간호대학 교수 2명,파트장 2명,일반 간호사
6명에게 설문지를 배부,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90%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Window 11.5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내용타당도를 평균,표준편차,백분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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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서울의 일개 대학 부속병원 심혈
관 중환자실 간호사 23명의 평균연령은 29.7세(±5.41)로 20대가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이 30대로 39%,40대가 4%이었다.성별은 여성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남성은 4%였다.교육 수준은 4년제가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으로는 3년제 26%,석사 이상 4% 순으로 나타
났다.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가 졸업 후 이수한 교육과정을 복수응답의 형태로 조

사한 결과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로 근무한지 1개월 된 신규 간호사를 제
외하고는 모두 중환자 관련 교육 혹은 심혈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심전도의 이해와 심혈관계 환자 관리가 각각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중환자 간호과정 43%,전문 심폐 소생술 26%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 면허 이외의 자격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
자는 9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양호교사 자
격증과 미국 간호사 자격증 각 1명으로 4%였다.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은 평균 6년 5개월(±5.80)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그룹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10년 이상 15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17%,15년 이상이 4% 순이었다.중환자실 경력은 평균 5
년 6개월(±5.87)로 1년 이상 5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각각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1년 미만 22%,10년 이상이 17%로 나타났다.또한 심혈관
중환자실 경력은 평균 4년(±3.55)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년 미만에서 각각
35%로 가장 많았으며,1년 이상 5년 미만 26%,10년 이상이 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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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23)

*중복응답가능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1-30세 13 57 29.7세

(±5.41)31-40세 9 39
41세 이상 1 4

성별 여성 22 96
남성 1 4

교육수준 3년제 6 26
4년제 16 70
석사 이상 1 4

졸업 후
이수한
교육과정*

없음 1 4
중환자 간호과정 10 43
심전도 이해 15 65
전문심폐소생술 6 26
심혈관계 환자관리 15 65

소지
자격증*

없음 21 91
양호교사 자격증 1 4
미국 간호사 면허증 1 4

임상경력 1년 미만 4 17 6년 5개월
(±5.80)1년 이상 -5년 미만 8 35

5년 이상 -10년 미만 6 26
10년 이상 -15년 미만 4 17
15년 이상 1 4

중환자실
경력

1년 미만 5 22 5년 6개월
(±5.87)1년 이상 -5년 미만 7 30

5년 이상 -10년 미만 7 30
10년 이상 4 17

심혈관
중환자실
경력

1년 미만 8 35 4년
(±3.55)1년 이상 -5년 미만 6 26

5년 이상 10년 미만 8 35
10년 이상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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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 작작작성성성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SynergyModel이 제시한 간호사의 8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의 대분류를 작성함을 그 기본 원리로 하
였고,중분류는 기존의 간호 직무 분석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대분류는 임상
적 판단,옹호 및 윤리적 도움,간호 실무,협동,조직적 사고,다양성에의 반응,임
상적 연구,학습 촉진의 8분류로 구성되며,중분류는 총 20개이다<표4>.

<표 4>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분류
대대대분분분류류류 중중중분분분류류류 세세세부부부직직직무무무의의의 개개개수수수

A.임상적 판단 A1.신체사정 7
A2.임상적 판단 3

B.옹호 및 윤리적 도움 B1.윤리적 도움 4
B2.옹호 2

C.간호 실무 C1.응급간호 4
C2.안전 간호 10
C3.신체적 건강 증진 16
C4.치료적 간호 20
C5.사회 심리적 간호 10

D.협동 D1.다학제간 협력 8
D2.조정 1

E.조직적 사고 E1.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4
E2.추후 관리 4

F.다양성에의 반응 F1.다양성 사정 2
F2.다양성 적용 3

G.임상적 연구 G1.교육 참여 및 전달 8
G2.연구 활동 8

H.학습 촉진 H1.교육 프로토콜 개발 7
H2.환자 및 가족 교육 7
H3.직원 및 학생 교육 2



- 20 -

SynergyModel에서 제시한 환자의 8가지 특성은 세부직무로 기술하여 포함시
켰으며,분류는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위에 언급한 간호사 특성의 대분류대로 재
분류하였다.구체적인 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표 5>.
국내 및 미국 의료기관의 간호 직무 기술서,관련 문헌의 고찰과 간호대학 교

수 및 임상 간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178개의 예비항목을 선정하였다.그 후 네
차례의 수정단계를 통하여 8개의 대분류,20개의 중분류,130개의 세부직무가 제
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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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환자 8가지 특성의 재분류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세세세부부부직직직무무무 간간간호호호사사사 특특특성성성
1.극복력 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F.다양성에의 반응

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H.학습 촉진

2.취약성

활력징후를 사정한다. A.임상적 판단
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A.임상적 판단
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A.임상적 판단
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A.임상적 판단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A.임상적 판단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A.임상적 판단
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A.임상적 판단

3.안정성

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
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C.간호실무

자해,ICU delirium 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C.간호실무

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장비,인력
을 조정,준비한다. C.간호실무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C.간호실무

4.복잡성

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F.다양성에의 반응
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
획에 반영한다. F.다양성에의 반응

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
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F.다양성에의 반응

5.자원유용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C.간호실무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간호사
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D.협동

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D.협동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
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
정한다.

E.조직적 사고

6.치료에의
참여

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
한다.

B.옹호 및 윤리적
도움

7.의사결정에의
참여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B.옹호 및 윤리적
도움

8.예측 가능성 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H.학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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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A.
임상적
판단

A1.
신체사정

A1-1.활력징후를 사정한다.
A1-2.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A1-3.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A1-4.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A1-5.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A1-6.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A1-7.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A2.
임상적
판단

A2-1.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A2-2.검사결과,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A2-3.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B.
옹호
및
윤리적
도움

B1.
윤리적
도움

B1-1.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B1-2.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B1-3.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B1-4.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B2.
옹호

B2-1.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B2-2.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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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C.
간호
실무

C1.
응급
간호

C1-1.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C1-2.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다.
C1-3.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C1-4.Cardiacevent를 예방하고,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한다.

C2.
안전
간호

C2-1.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C2-2.자해,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C2-3.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장비,인력을 조정,준비한다.
C2-4.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C2-5.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C2-6.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C2-7.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C2-8.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C2-9.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C2-10.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C3.
신체적
건강
증진

C3-1.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C3-2.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C3-3.tube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C3-4.tube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C3-5.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C3-6.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C3-7.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변/배뇨를
돕는다.
C3-8.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C3-9.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C3-10.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C3-11.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C3-12.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관찰한다.
C3-13.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C3-14.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C3-15.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C3-16.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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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C.
간호
실무
(계속)

C4.
치료적
간호

C4-1.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한다.
C4-2.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C4-3.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C4-4.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C4-5.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C4-6.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C4-7.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C4-8.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C4-9.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order/PRN order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C4-10.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C4-11.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C4-12.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C4-13.ABO/Rh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한다.
C4-14.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C4-15.수혈을 시행한다.
C4-16.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C4-17.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C4-18.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C4-19.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C4-20.Pacemaker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C5.
사회
심리적
간호

C5-1.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C5-2.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C5-3.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C5-4.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다.
C5-5.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C5-6.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C5-7.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C5-8.임종 환자의 생리적,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C5-9.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C5-10.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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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D.
협동

D1.
다학제간
협력

D1-1.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D1-2.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D1-3.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
D1-4.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D1-5.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D1-6.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D1-7.응급상황,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D1-8.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D2.
조정

D2-1.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
조직적
사고

E1.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E1-1.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E1-2.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E1-3.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을
개발한다.
E1-4.다학제간 CP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E2.
추후
관리

E2-1.앞으로의 치료과정,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E2-2.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2-3.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E2-4.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F.
다양성
에의
반응

F1.
다양성사정

F1-1.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F1-2.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F2.
다양성
적용

F2-1.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F2-2.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F2-3.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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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G.
임상적
연구

G1.
교육
참여 및
전달

G1-1.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G1-2.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G1-3.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G1-4.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G1-5.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G1-6.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한다.
G1-7.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G1-8.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G2.
연구
활동

G2-1.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G2-2.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G2-3.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G2-4.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G2-5.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G2-6.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G2-7.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G2-8.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H.
학습
촉진

H1.
교육
프로
토콜
개발

H1-1.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H1-2.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H1-3.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H1-4.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H1-5.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H1-6.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을
파악한다.
H1-7.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H2.
환자 및
가족
교육

H2-1.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H2-2.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H2-3.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H2-4.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H2-5.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약리작용,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2-6.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H2-7.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H3.
직원 및
학생
교육

H3-1.의사,간호사,관련부서직원,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
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H3-2.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
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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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임임임상상상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의 임상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필요성 및 수행 빈도를 조사하였다.

AAA...임임임상상상적적적 판판판단단단

임상적 판단의 중분류는 신체사정과 임상적 판단이며<표 7> 세부직무는 활력
징후 사정을 포함하여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사정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20명 (87%)이상이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

고,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세부직무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
1명(4.3%),가끔한다 2명(8.7%)의 응답자가 있었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
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적 판단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8명 (78.3)이상이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

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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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임상적 판단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A1.
신체사정

A1-1.활력징후를 사정한다. 0(0) 23(100) 0(0) 0(0) 1(4.3) 22(95.7)

A1-2.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0(0) 23(100) 0(0) 0(0) 2(8.7) 21(91.3)

A1-3.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0(0) 23(100) 0(0) 0(0) 1(4.3) 22(95.7)

A1-4.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0(0) 23(100) 0(0) 0(0) 0(0) 23(100)

A1-5.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0(0) 23(100) 0(0) 0(0) 1(4.3) 22(95.7)

A1-6.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0(0) 23(100) 1(4.3) 2(8.7) 0(0) 20(87)

A1-7.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0(0) 23(100) 0(0) 0(0) 1(4.3) 22(95.7)

A2.
임상적
판단

A2-1.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0(0) 23(100) 0(0) 1(4.3) 4(17.4) 18(78.3)

A2-2.검사결과,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0(0) 23(100) 0(0) 2(8.7) 2(8.7) 19(82.6)

A2-3.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0(0) 23(100) 0(0) 1(4.3) 3(13) 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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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옹옹옹호호호 및및및 윤윤윤리리리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옹호 및 윤리적 도움의 중분류는 윤리적 도움과 옹호이며<표 8> 세부직무는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적 도움에서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는 항목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4명(17.4%),가끔한다 7명(30.4%)등으로 수행 빈도가 낮은 편이나,그
이외의 세부직무에서 12명 (52.2%)이상이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는 항목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이 3명(13%)이 있었으며,그 이외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옹호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3명 (65.2%)이상이 자주 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고,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항목에서는 거의 하지
않거나(1명,4.3%)가끔 한다(7명,30.4%)는 응답이 있었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
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옹호 및 윤리적 도움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B1.
윤리적
도움

B1-1.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3(13) 20(87) 4(17.4) 7(30.4) 8(34.8) 4(17.4)

B1-2.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0(0) 23(100) 0(0) 0(0) 8(34.8) 15(65.2)

B1-3.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0(0) 23(100) 0(0) 0(0) 9(39.1) 14(60.9)

B1-4.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0(0) 23(100) 1(4.3) 2(8.7) 8(34.8) 12(52.2)

B2.
옹호

B2-1.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0(0) 23(100) 0(0) 5(21.7) 7(30.4) 11(47.8)

B2-2.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0(0) 23(100) 1(4.3) 7(30.4) 6(26.1) 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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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간간간호호호 실실실무무무

간호 실무의 중분류는 응급 간호,안전 간호,신체적 건강증진,치료적 간호와
사회 심리적 간호이며<표 9>세부직무는 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6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간호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9명 (82.6%)이상이 자주 하거나 거의 매일 한

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안전 간호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7명 (73.9%)이상이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

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신체적 건강증진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6명 (69%)이상이 자주 하거나 거의 매

일 한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
하여 시행하는 항목과 영양 및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
정하는 항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1명(4.3%)가 있었고,그 이외
의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치료적 간호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5명 (65%)이상이 자주 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
하는 항목,수혈을 시행하는 항목,Pacemaker의 적용을 돕거나 setup하는 항목에
서 각 1명(4.3%),1명(4.3%),3명(13%)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그 이외
의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 심리적 간호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7명 (74%)이상이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는 항목에서 1명(4.3%)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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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간호실무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C1.
응급
간호

C1-1.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0(0) 23(100) 1(4.3) 3(13) 10(43.5) 9(39.1)

C1-2.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다. 0(0) 23(100) 0(0) 2(8.7) 12(52.2) 9(39.1)

C1-3.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0(0) 23(100) 0(0) 4(17.4) 12(52.2) 7(30.4)

C1-4.Cardiacevent를 예방하고,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한다. 0(0) 23(100) 0(0) 4(17.4) 10(43.5) 9(39.1)

C2.
안전
간호

C2-1.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2-2.자해,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0(0) 23(100) 0(0) 2(8.7) 10(43.5) 11(47.8)

C2-3.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
장비,인력을 조정,준비한다. 0(0) 23(100) 0(0) 1(4.3) 6(26.1) 16(69.6)

C2-4.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0(0) 23(100) 0(0) 0(0) 9(39.1) 14(60.9)

C2-5.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0(0) 23(100) 0(0) 1(4.3) 8(34.8) 14(60.9)

C2-6.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0(0) 23(100) 0(0) 0(0) 6(26.1) 17(73.9)

C2-7.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0(0) 23(100) 0(0) 0(0) 6(26.1) 17(73.9)

C2-8.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0(0) 23(100) 0(0) 1(4.3) 7(30.4) 15(65.2)

C2-9.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0(0) 23(100) 0(0) 0(0) 6(26.1) 17(73.9)

C2-10.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0(0) 23(100) 0(0) 0(0) 6(26.1) 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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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간호실무(계속)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C3.
신체적
건강
증진

C3-1.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1(4.3) 22(95.7) 0(0) 3(13) 7(30.4) 13(56.5)

C3-2.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1(4.3) 22(95.7) 0(0) 2(8.7) 9(39.1) 12(52.2)

C3-3.tube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3-4.tube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0(0) 23(100) 0(0) 0(0) 8(34.8) 15(65.2)

C3-5.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0(0) 23(100) 0(0) 0(0) 12(52.2) 11(47.8)

C3-6.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0(0) 23(100) 0(0) 0(0) 11(47.8) 12(52.2)

C3-7.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변/배뇨를 돕는다. 0(0) 23(100) 0(0) 1(4.3) 8(34.8) 14(60.9)

C3-8.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0(0) 23(100) 1(4.3) 6(26.1) 6(26.1) 10(43.5)

C3-9.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0(0) 23(100) 0(0) 5(21.7) 6(26.1) 12(52.2)

C3-10.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0(0) 23(100) 0(0) 1(4.3) 6(26.1) 16(69.6)

C3-11.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0(0) 23(100) 0(0) 0(0) 5(21.7) 18(78.3)

C3-12.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관찰한다. 0(0) 23(100) 0(0) 0(0) 5(21.7) 18(78.3)

C3-13.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3-14.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3-15.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0(0) 23(100) 0(0) 4(17.4) 10(43.5) 9(39.1)

C3-16.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0(0) 23(100) 0(0) 1(4.3) 9(39.1) 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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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간호실무(계속)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C4.
치료적
간호

C4-1.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한다. 0(0) 23(100) 0(0) 2(8.7) 9(39.1) 12(52.2)

C4-2.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
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0(0) 23(100) 0(0) 3(13) 9(39.1) 11(47.8)

C4-3.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0(0) 23(100) 0(0) 2(8.7) 10(43.5) 11(47.8)

C4-4.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0(0) 23(100) 0(0) 2(8.7) 8(34.8) 13(56.5)
C4-5.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4-6.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1(4.3) 22(95.7) 0(0) 2(8.7) 6(26.1) 15(65.2)

C4-7.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0(0) 23(100) 0(0) 0(0) 8(34.8) 15(65.2)

C4-8.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0(0) 23(100) 0(0) 0(0) 7(30.4) 16(69.6)

C4-9.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order/PRN
order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0(0) 23(100) 0(0) 1(4.3) 7(30.4) 15(65.2)

C4-10.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0(0) 23(100) 0(0) 0(0) 5(21.7) 18(78.3)

C4-11.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0(0) 23(100) 0(0) 0(0) 5(21.7) 18(78.3)

C4-12.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0(0) 23(100) 1(4.3) 2(8.7) 7(30.4) 13(56.5)

C4-13.ABO/Rh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한다. 0(0) 23(100) 0(0) 3(13) 6(26.1) 14(60.9)

C4-14.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0(0) 23(100) 0(0) 2(8.7) 8(34.8) 13(56.5)

C4-15.수혈을 시행한다. 1(4.3) 22(95.7) 0(0) 2(8.7) 9(39.1) 12(52.2)

C4-16.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0(0) 23(100) 0(0) 2(8.7) 9(39.1) 12(52.2)

C4-17.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0(0) 23(100) 2(8.7) 6(26.1) 4(17.4) 11(47.8)

C4-18.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3(13) 20(87) 2(8.7) 5(21.7) 6(26.1) 10(43.5)

C4-19.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0(0) 23(100) 0(0) 4(17.4) 8(34.8) 11(47.8)

C4-20.Pacemaker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0(0) 23(100) 0(0) 4(17.4) 8(34.8) 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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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간호실무(계속)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C5.
사회
심리적
간호

C5-1.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0(0) 23(100) 0(0) 0(0) 6(26.1) 17(73.9)

C5-2.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0(0) 23(100) 0(0) 1(4.3) 6(26.1) 16(69.6)

C5-3.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0(0) 23(100) 0(0) 2(8.7) 5(21.7) 16(69.6)

C5-4.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다. 0(0) 23(100) 0(0) 1(4.3) 8(34.8) 14(60.9)

C5-5.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0(0) 23(100) 0(0) 1(4.3) 11(47.8) 11(47.8)

C5-6.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0(0) 23(100) 1(4.3) 3(13) 12(52.2) 7(30.4)

C5-7.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0(0) 23(100) 2(8.7) 3(13) 11(47.8) 7(30.4)

C5-8.임종 환자의 생리적,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0(0) 23(100) 2(8.7) 4(17.4) 13(56.5) 4(17.4)

C5-9.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0(0) 23(100) 2(8.7) 4(17.4) 11(47.8) 6(26.1)

C5-10.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1(4.3) 22(95.7) 2(8.7) 4(17.4) 11(47.8) 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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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협협협동동동

협동의 중분류는 다학제간 협력,조정이며<표 10> 세부직무는 통합적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 구축과 유전질환 환자의 추적관찰 서비스 조
정을 포함하여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학제간 협력의 모든 세부직무에서는 다른 분류의 빈도와는 다르게 모든 항

목에서 6명 이상(26%)가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고 응답하였다.특히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는 항목에서는 거
의 하지 않는다가 11명(47.8%)로 수행 빈도가 매우 낮음을 나타냈다.필요성 부분
에서는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항
목과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는 항목에서 각
각 1명(4.3%),3명(13%)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정에 대한 세부 직무의 필요성의 평균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

(13%),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명(87%)로 나타났다.또한 조정에 대한 세부
직무의 수행 빈도의 평균은 거의 매일한다 5명(21.7%),자주한다 3명(13%),가끔
한다 7명(30.4%),거의 하지 않는다 8명(34.8%)로 나타났다.중분류 조정은 단일
세부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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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협동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D1.
다학제간
협력

D1-1.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1(4.3) 22(95.7) 3(13) 3(13) 10(43.5) 7(30.4)

D1-2.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0(0) 23(100) 3(13) 3(13) 8(34.8) 9(39.1)

D1-3.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 3(13) 20(87) 3(13) 7(30.4) 9(39.1) 4(17.4)

D1-4.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0(0) 23(100) 5(21.7) 7(30.4) 7(30.4) 4(17.4)

D1-5.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0(0) 23(100) 5(21.7) 8(34.8) 5(21.7) 5(21.7)

D1-6.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0(0) 23(100) 11(47.8) 5(21.7) 4(17.4) 3(13)

D1-7.응급상황,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0(0) 23(100) 2(8.7) 2(8.7) 6(26.1) 13(56.5)

D1-8.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0(0) 23(100) 2(8.7) 2(8.7) 6(26.1) 13(56.5)

D2.
조정

D2-1.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3(13) 20(87) 8(34.8) 7(30.4) 3(13)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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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조조조직직직적적적 사사사고고고

조직적 사고의 중분류는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추후관리이며<표 11>,세부
직무는 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 개발과 필요시 타병원에 관련 진료기
록과 검사결과 전송을 포함하여 8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3명 (57%)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로 응답한
경우가 13명(56.5%)이상으로 그 수행 빈도는 매우 낮았다.특히 다학제간 CP계
할 및 적용에 참여하는 항목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경우가 12명
(52.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추후 관리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로 응답한 경우가
12명(52.2%)이상으로 그 수행 빈도는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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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조직적 사고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E1.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E1-1.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0(0) 23(100) 7(30.4) 9(39.1) 4(17.4) 3(13)

E1-2.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0(0) 23(100) 7(30.4) 6(26.1) 8(34.8) 2(8.7)

E1-3.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을 개발한다. 0(0) 23(100) 7(30.4) 8(34.8) 7(30.4) 1(4.3)

E1-4.다학제간 CP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0(0) 23(100) 12(52.2) 5(21.7) 5(21.7) 1(4.3)

E2.
추후
관리

E2-1.앞으로의 치료과정,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0(0) 23(100) 6(26.1) 6(26.1) 8(34.8) 3(13)

E2-2.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0(0) 23(100) 9(39.1) 4(17.4) 7(30.4) 3(13)

E2-3.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0(0) 23(100) 5(21.7) 8(34.8) 6(26.1) 4(17.4)

E2-4.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0(0) 23(100) 8(34.8) 5(21.7) 6(26.1)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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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다다다양양양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반반반응응응

다양성에 대한 반응의 중분류는 다양성 사정,다양성 적용이며<표 12>,세부직
무는 환자의 종교,문화 사정과 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
재전략 및 교육자료 개발을 포함하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사정의 모든 세부직무에서 14명 (60.9%)이상이 자주 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다양성 사정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하
는 항목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명(4.3%)있었으며,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전
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양성 적용의 수행 빈도 결과에서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세부직

무에서는 19명(82.6%)로 높은 수행 빈도를 보였으나,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
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하거나,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항목에서는 각 15명(65.2%)이 거의 하지 않거
나 가끔한다고 응답하였다.다양성 적용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환자의 종교나 문화
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하는 항목과 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
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항목에서 각각 1명(4.3%)이 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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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다양성에의 반응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F1.
다양성
사정

F1-1.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1(4.3) 22(95.7) 3(13) 6(26.1) 10(43.5) 4(17.4)

F1-2.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0(0) 23(100) 4(17.4) 5(21.7) 8(34.8) 6(26.1)

F2.
다양성
적용

F2-1.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0(0) 23(100) 2(8.7) 2(8.7) 8(34.8) 11(47.8)

F2-2.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1(4.3) 22(95.7) 6(26.1) 9(39.1) 6(26.1) 2(8.7)

F2-3.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1(4.3) 22(95.7) 8(34.8) 7(30.4) 7(30.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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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임임임상상상적적적 연연연구구구

임상적 연구의 중분류는 교육 참여 및 전달,연구 활동이며<표 13>,세부직무
는 병동 내 소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참여 및 전달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수행빈도의 결과에서는 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항목과 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항목,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의 항목에
서 16명(69.6%)가 자주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수행빈도를 보였으
나,그 밖의 항목에서는 11명(47.8%)에서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고 응답하여
저조한 수행 빈도를 보였다.
연구 활동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임상연구 자

료를 관리한다,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
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임상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
과물을 임사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는 항목에서 각각 1명(4.3%),1명(4.3%),
2명(8.7%),1명(4.3%),1명(4.3%)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그 이외의 항
목에서는 전원(23명,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수행빈도의 결과에서는 모
든 항목에서 15명(65.2%)이상이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
행 빈도를 보였다.



- 42 -

<표 13>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임상적 연구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G1.
교육
참여 및
전달

G1-1.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0(0) 23(100) 6(26.1) 6(26.1) 8(34.8) 3(13)

G1-2.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0(0) 23(100) 2(8.7) 5(21.7) 11(47.8) 5(21.7)

G1-3.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0(0) 23(100) 3(13) 4(17.4) 10(43.5) 6(26.1)

G1-4.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0(0) 23(100) 0(0) 2(8.7) 12(52.2) 9(39.1)

G1-5.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0(0) 23(100) 3(13) 9(39.1) 10(43.5) 1(4.3)

G1-6.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한다. 0(0) 23(100) 8(34.8) 6(26.1) 8(34.8) 1(4.3)

G1-7.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0(0) 23(100) 5(21.7) 6(26.1) 9(39.1) 3(13)

G1-8.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0(0) 23(100) 2(8.7) 14(60.9) 6(26.1) 1(4.3)

G2.
연구
활동

G2-1.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0(0) 23(100) 9(39.1) 11(47.8) 3(13) 0(0)

G2-2.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0(0) 23(100) 8(34.8) 9(39.1) 4(17.4) 2(8.7)

G2-3.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0(0) 23(100) 11(47.8) 8(34.8) 4(17.4) 0(0)

G2-4.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1(4.3) 22(95.7) 8(34.8) 11(47.8) 4(17.4) 0(0)

G2-5.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1(4.3) 22(95.7) 13(56.5) 6(26.1) 3(13) 1(4.3)

G2-6.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2(8.7) 22(95.7) 10(43.5) 9(39.1) 4(17.4) 0(0)

G2-7.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1(4.3) 22(95.7) 8(34.8) 7(30.4) 7(30.4) 1(4.3)

G2-8.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1(4.3) 22(95.7) 11(47.8) 5(21.7) 6(26.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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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학학학습습습 촉촉촉진진진

학습 촉진의 중분류는 교육 프로토콜 개발,환자 및 가족 교육,직원 및 학생
교육이며<표 14>,세부직무는 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하는 항
목과 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프로토콜 개발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항목과 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는 항목에서 각
각 1명(4.3%)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전원(23명,
1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수행 빈도 결과 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
구를 확인하는 것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18명(78.2%)가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
다고 응답하여 매우 저조한 수행 빈도를 나타내었다.
환자 및 가족 교육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원(23명,100%)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수행 빈도 결과,모든 세부 직무에서 19명(82.6%)에서 자주
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직원 및 학생 교육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22명(95.7%)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수행 빈도 결과,모든 세부 직무에서 15명(65.2%)에서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행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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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학습 촉진

중분류 세부직무
필요성 빈 도

불필요
n(%)

필요
n(%)

거의
하지
않는다
n(%)

가끔
한다
n(%)

자주
한다
n(%)

거의
매일
한다
n(%)

H1.
교육
프로
토콜
개발

H1-1.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0(0) 23(100) 2(8.7) 9(39.1) 6(26.1) 6(26.1)

H1-2.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0(0) 23(100) 10(43.5) 8(34.8) 4(17.4) 1(4.3)

H1-3.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4.3) 22(95.7) 17(73.9) 3(13) 3(13) 0(0)

H1-4.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0(0) 23(100) 7(30.4) 10(43.5) 4(17.4) 2(8.7)

H1-5.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1(4.3) 22(95.7) 12(52.2) 6(26.1) 5(21.7) 0(0)

H1-6.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을 파악한다. 0(0) 23(100) 11(47.8) 7(30.4) 5(21.7) 0(0)

H1-7.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0(0) 23(100) 12(52.2) 7(30.4) 4(17.4) 0(0)

H2.
환자 및
가족
교육

H2-1.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0(0) 23(100) 0(0) 0(0) 9(39.1) 14(60.9)

H2-2.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0(0) 23(100) 1(4.3) 3(13) 8(34.8) 11(47.8)

H2-3.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0(0) 23(100) 0(0) 0(0) 9(39.1) 14(60.9)

H2-4.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0(0) 23(100) 0(0) 0(0) 10(43.5) 13(56.5)

H2-5.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약리작용,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0(0) 23(100) 0(0) 0(0) 9(39.1) 14(60.9)

H2-6.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0(0) 23(100) 0(0) 2(8.7) 8(34.8) 13(56.5)

H2-7.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0(0) 23(100) 0(0) 0(0) 10(43.5) 13(56.5)

H3.
직원 및
학생
교육

H3-1.의사,간호사,관련부서직원,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1(4.3) 22(95.7) 6(26.1) 9(39.1) 5(21.7) 3(13)

H3-2.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한다.

1(4.3) 22(95.7) 7(30.4) 8(34.8) 5(21.7)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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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초초초안안안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기술서 초안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전문가 집단은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서울의 일개 대학 부속병원에서 심혈관
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명 및 파트장 2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
하였다.

111)))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전문가 집단의 연령분포는 20대가 11.1%,30대가 55.5%,40대가 22.2%,50대가

11.1%로 평균연령은 37세(±7.79)였다.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업이 33.3%,학사학위
소지자가 22.2%,석사학위 소지자는 11.1%,박사학위 소지자는 33.3%였다.직위는
일반간호사가 5명(55.5%),파트장이 2명(22.2%),간호대학교 교수 2명(22.2%)으로
구성되었다.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33.3%이고,평균 임상경력
은 12년(±5.74)이었다.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8년(±4.56)이었고,5년 이상이
75%를 차지하였다.심혈관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7년(±4.17)이었고,5년 이상
이 75%를 차지하였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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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n=9)

*missingdata있어 n=8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1-30세 1 11.1 37세

(±7.79)31-40세 5 55.5
41-50세 2 22.2
51세 이상 1 11.1

교육수준 전문대 졸 3 33.3
간호학사 2 22.2
석사 1 11.1
박사 3 33.3

직위 일반 간호사 5 55.5
파트장 2 22.2
간호대학 교수 2 22.2

임상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6 66.6 12년
(±5.74)10년 이상 -15년 미만 1 11.1

15년 이상 2 22.2

중환자실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2 25.0 8년
(±4.56)5년 이상 -10년 미만 4 50.0

10년 이상 2 25.0

심혈관
중환자실
경력*

1년 미만 1 12.5 7년
(±4.17)1년 이상 -5년 미만 1 12.5

5년 이상 10년 미만 5 62.5
10년 이상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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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기술서의 세부직무별 CVI(ContentValidityIndex)는
전체 130개 직무 중 105개의 직무는 전문가 합의율 100%를 보여 전문가에 의해
타당하다고 확인되었으며(부록 3참조),전체 직무에 대한 CVI는 0.97로 높게 나
타났다.대분류에 따른 CVI가 가장 높은 직무는 조직적 사고와 학습 촉진이었고
(각 1.00),가장 낮은 직무는 임상적 연구(0.95)로 나타났다<표 16>.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CVI가 0.70이상이었으나,전문가 집단

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삭제,추가,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서술을 요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A1-5,A1-6,A1-7항목에서

각각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하여 심초음파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확인한다’,‘심잡
음,분마음 등의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심정지 등의
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며,필요없는 미사여구 삭제
를 요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A2-3은 ‘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은 지식 등을
토대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를 ‘임상경험,지속적인

<표 16>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의 대분류에 대한 내용 타당도 (n=9)

대 분 류 CVI
A.임상적 판단 0.96
B.옹호 및 윤리적 도움 0.96
C.간호실무 0.99
D.협동 0.96
E.조직적 사고 1.00
F.다양성에의 반응 0.96
G.임상적 연구 0.95
H.학습 촉진 1.00

평 균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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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로 변경하였다.적합하지 않은
용어 선택을 한 항목이 있어 ‘혈역학 상태를 확인한다’와 '자해,ICU 섬망의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필요시 인공도뇨를 시행한다’로 수정하였다.또한 ‘환
자 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항목은 중분류 윤리적 도움에
속하기 보다는 중분류 옹호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분류하였다.중복되는
세부직무가 있어 ‘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는 항목은 삭제하였
으며,중환자 간호에 있어 Ventilator간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호
흡기 환기양식이 처방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대상자 상태에
맞게 경보를 설정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원인을 즉시 해결한다’,‘필요시 무균법을
이용하여 흡인한다’,'흉부 물리요법,ROM운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인공호흡
기,가습기,필터를 규칙적으로 소독하여 교환한다’는 새로운 5가지 세부직무를 추
가하였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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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직무 변경
대
분
류

중
분
류

변경 전 세부직무 전문가 의견 변경 후 세부직무

A.
임상적
판단

A1.
신체
사정

A1-2.혈역학 상태를 관찰한
다. 관찰→확인 혈역학 상태를 확인한다.

A1-5.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
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구체적 서술 요함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심초
음파 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확
인한다.

A1-6.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애매한 항목
구체적 서술 요함

심잡음,분마음 등의 심장 기능
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
한다.

A1-7.Cardiacevent발생 위
험요인을 사정한다. 구체적 서술 요함 심정지 등의 Cardiacevent발

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A2.
임상적
판단

A2-3.임상경험,지속적인 교
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
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
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필요 없는 미사여구 삭
제 요함

임상경험, 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해결책
을 제시한다.

B.
옹호
및
윤리적
도움

B1.
윤리적
도움

B1-3.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중분류-옹호에 더 적합
함 B2.옹호로 재분류함

B2.
옹호

B2-2.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C5-9.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와 중복

환자/보호자가 원할 시 위엄있
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C.
간호
실무

C2.
안전
간호

C2-2.자해,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
다.

delirium→섬망
한글로 표시할 것

자해,ICU 섬망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C3.
신체적
건강
증진

‘신체적 건강증진→ 신체
적 안위’로 변경할 것

중분류 C3.신체적 건강증진에
서 신체적 안위로 용어 변경

C3-1.환자에게 적절한 산소
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
다.

산소흡인은 일종의
medication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의사와
상의하여”삽입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
법을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시
행한다.

C3-2.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
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
을 결정한다.

“의사 또는 영양사와 협
진하여”삽입

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또는 영양사와 협진하여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
다.

C3-9.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인공배뇨방법→인공도뇨 필요시 인공도뇨를 시행한다.

C3-11.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C3-12의 내용과 중복됨.
삭제요함 삭제

C3-12.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관찰→사정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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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직무 변경(계속)

555...심심심혈혈혈관관관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 직직직무무무 기기기술술술서서서 최최최종종종안안안 개개개발발발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에 대하여 실무에서의 적합성 검
증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
무기술서를 개발하였다.이는 대분류 8개,중분류 20개,세부직무 134개로 구성되
어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8>.

대
분
류

중
분
류

변경 전 세부직무 전문가 의견 변경 후 세부직무

C.
간호
실무

C3.
신체적
건강
증진

Ventilatorcare필요

‘인공호흡기 환기양식이 처방대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대상자 상태에 맞게
경보를 설정하고 경보음이 울
리면 원인을 즉시 해결한다.’,
‘필요시 무균법을 이용하여 흡
인한다’,'흉부 물리요법,ROM
운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인
공호흡기,가습기,필터를 규칙
적으로 소독하여 교환한다’는
새로운 항목 추가

C4.치
료 적
간호

C4-15.수혈을 시행한다. 간호사의 업무인가요? 수혈 시행시 환자,혈액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E.
조직적
사고

E2.
추후
관리

E2-1.앞으로의 치료과정,건
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
비할 수 있게 한다.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지에 대한 언급필요

앞으로의 치료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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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A.
임상적
판단

A1.
신체사정

A1-1.활력징후를 사정한다.
A1-2.혈역학 상태를 확인한다.
A1-3.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A1-4.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A1-5.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심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A1-6.심잡음,분마음 등의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A1-7.심정지 등의 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A2.
임상적
판단

A2-1.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A2-2.검사결과,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A2-3.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B.
옹호
및
윤리적
도움

B1.
윤리적
도움

B1-1.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B1-2.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B1-3.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B2.
옹호

B2-1.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B2-2.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B2-3.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C.
간호
실무

C1.
응급
간호

C1-1.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C1-2.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다.
C1-3.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C1-4.Cardiacevent를 예방하고,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한다.

C2.
안전
간호

C2-1.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C2-2.자해,ICU 섬망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C2-3.환자 이송 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장비,인력을 조정,준비한다.
C2-4.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C2-5.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C2-6.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C2-7.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C2-8.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C2-9.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C2-10.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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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C.
간호
실무
(계속)

C3.
신체적
안위

C3-1.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시행한다.
C3-2.인공호흡기 환기양식이 처방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C3-3.대상자 상태에 맞게 경보를 설정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원인을 즉시
해결한다.
C3-4.필요시 무균법을 이용하여 흡인한다.
C3-5.흉부 물리요법,ROM운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C3-6.인공호흡기,가습기,필터를 규칙적으로 소독하여 교환한다.
C3-7.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또는 영양사와 협진하여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C3-8.tube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C3-9.tube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C3-10.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C3-11.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C3-12.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변/배뇨를 돕는다.
C3-13.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C3-14.필요시 인공도뇨를 시행한다.
C3-15.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C3-16.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C3-17.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C3-18.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C3-19.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C3-20.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C4.
치료적
간호

C4-1.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한다.
C4-2.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C4-3.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C4-4.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C4-5.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C4-6.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C4-7.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C4-8.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C4-9.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order/PRN order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C4-10.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C4-11.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C4-12.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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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C.
간호
실무
(계속)

C4.
치료적
간호
(계속)

C4-13.ABO/Rh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한다.
C4-14.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C4-15.수혈 시행시 환자,혈액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C4-16.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C4-17.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C4-18.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C4-19.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C4-20.Pacemaker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C5.
사회
심리적
간호

C5-1.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C5-2.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C5-3.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C5-4.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다.
C5-5.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C5-6.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C5-7.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C5-8.임종 환자의 생리적,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C5-9.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C5-10.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D.
협동

D1.
다학제간
협력

D1-1.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D1-2.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D1-3.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
D1-4.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D1-5.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D1-6.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D1-7.응급상황,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D1-8.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D2.
조정

D2-1.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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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E.
조직적
사고

E1.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E1-1.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E1-2.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E1-3.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을 개발한다.
E1-4.다학제간 CP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E2.
추후
관리

E2-1.앞으로의 치료과정,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E2-2.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2-3.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E2-4.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F.
다양성에
대한
반응

F1.
다양성
사정

F1-1.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F1-2.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F2.
다양성
적용

F2-1.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F2-2.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F2-3.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G.
임상적
연구

G1.
교육
참여 및
전달

G1-1.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G1-2.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G1-3.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G1-4.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G1-5.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G1-6.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한다.
G1-7.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G1-8.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G2.
연구
활동

G2-1.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G2-2.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G2-3.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G2-4.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G2-5.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G2-6.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G2-7.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G2-8.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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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최종안(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H.
학습
촉진

H1.
교육
프로
토콜
개발

H1-1.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H1-2.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H1-3.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H1-4.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H1-5.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H1-6.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을 파악한다.
H1-7.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H2.
환자 및
가족
교육

H2-1.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H2-2.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H2-3.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H2-4.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H2-5.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약리작용,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2-6.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H2-7.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H3.
직원 및
학생
교육

H3-1.의사,간호사,관련부서직원,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H3-2.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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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
발하는 방법론적인 연구이다.

기존의 간호 직무 기술서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 실무자 중심의 직무 기술서를
개발했다.그러나 본 연구는 환자의 측면과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Synergy
Model에 기반을 두어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측면을 고려했다
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의 간호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환자의 임상적 특성 뿐 아니라,환자 개인의 내재된 능력 및 가족,환경까
지도 잘 사정할 수 있으며,환자를 치료의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동참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토대로 임상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면 SynergyModel에서 언급한 대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환자 및 간호사,조직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다.

SynergyModel을 이용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임상적 판단,옹
호 및 윤리적 도움,간호 실무,협동,조직적 사고,다양성에의 반응,임상적 연구,
학습 촉진 등의 8개 대분류,20개의 중분류,134개의 세부직무로 개발되었다.
SynergyModel을 사용하여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발한 것은 간호
사의 기록 관리 및 물품 관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
고 있다.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차별화된 강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적 판단은 신체사정과 임상적 판단으로 구분하여,활력징후를

포함한 대상자의 심혈관 상태를 사정하는 것 외에,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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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주요 직
무로 보았다.이정희(2002)는 측정 및 관찰의 항목을,고유경(2002)은 사정,감시의
항목을 두어 환자의 신체적 사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그러나 사정하는
항목만으로 이를 토대로 간호사가 상황을 이해하고,임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임상적인 추론을 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없다.본 연구에서
의 사정을 토대로 한 임상적 판단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수동적인 간호가 아닌,능동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시작으로 간호의 전문성 향상에 발판이 되는 항목이라고 여겨진다.
옹호 및 윤리적 도움은 말 그대로 옹호와 윤리적 도움으로 구분하여,대상자의

의사결정 및 치료에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보았다.이는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치료
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대상자라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며,환자의 신체를
치료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심리사회적,윤리적,법적 피해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
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장봉희(1990)의 옹호자로서의 역할
과 남금란(2005)의 윤리적 실무 수행자의 항목이 이에 해당하나,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간호 실무는 응급간호,안전간호,신체적 안위,치료적 간호,사회심리적 간호로

구분된다.이는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다.장봉희(1990)의 직접간호 제공자,이정희(2002)의 간호 실무,
남금란(2005)의 전문가적 간호 실무 제공자,전은경(2000)의 신체적 요구,정서/사
회경제/영적 요구,의사처방 확인,고유경(2002)의 호흡,영양,배설,기동성,위생,
안전,체온,검사물,투약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되며,전반적으로 간호 실무 항목
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중환자실 특성상 심정지
등의 응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타연구에서의
분류들을 살펴보면 병동의 간호실무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기술이 없다.본 연구에서는 응급 간호를 간호 실무의 가장 우
선으로 선택하였으며,특히 심혈관 중환자실에서의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직
무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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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은 다학제간 협력 및 조정으로 구분된다.간호와 관련된 많은 부서들과의
협력을 협동의 주요 직무로 보았다.이는 업무의 세분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상호
협력이 절대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며,다학제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대상자의 총
체적인 간호가 수월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여겨진다.남금란(2005)의 자문,협동가,
전은경(2000)의 전달업무(의뢰)항목이 이에 해당하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조직적 사고는 표준화 및 프로토콜의 개발과 추후관리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구조화된 간호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며,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및 조직의 이익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또한
이러한 표준화 및 프로토콜의 개발은 동일 의료원 내에서 뿐 아니라 의료원 간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주며,원활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Hardinetal,2005).중환자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인 사고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으나,환자,간호사,조직 측면에서 모두 득이 되는 것으로,앞으로의
직무 기술서 개발 연구에서는 조직적 사고의 분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에의 반응은 다양성 사정과 다양성 적용으로 구분된다.환자의 종교,문

화 등을 사정하여 이를 치료 및 중재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보았다.중환
자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이는 중환자 관련 뿐
아니라,기타 간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이는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단
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Buchwald등(1994)은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적절한 간호를 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문화적 맹점(cultural
blindspot)"이라고 하였다.시장 개방과 더불어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
정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간호하는데 문화적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성에의 반응은 중요한 항목이라고 여겨지며,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직무라고 사료된다.
임상적 연구는 교육 참여 및 전달과 연구 활동으로 구분된다.이는 병동 내의

소위원회,집담회,개선활동 등에 참여하고,임상 연구의 시행 및 적용을 그 주요
직무로 보았다.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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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수적인 노력이며,최신의 간호 중재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장봉희(1990)의 연구자로서의
역할,이정희(2002)의 간호관리(연구,교육),남금란(2005)의 연구자,고유경(2002)
의 전문직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촉진은 교육 프로토콜 개발,환자/가족 교육,직원/학생 교육으로 구분된

다.환자와 보호자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
육하는 것 뿐 아니라,직원 및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간호 서비스의 만족도
를 높이며,능동적인 간호 및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간호의 위상을 높이
는 항목이라고 생각한다.장봉희(1990)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정희(2002)의 간호
관리(연구,교육),남금란(2005)의 교육 상담자,역할 모델,지도자,관리자,전은정
(2000)의 교육적 요구,각종 교육 및 훈련,고유경(2002)의 교육 및 지지가 이와
공통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의 임상 타당도를 필요성
과 수행 빈도를 통해 알아보았다.모든 항목에서 23명 중 20명(87%)이상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여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가 해야 하는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
나,수행 빈도를 알아본 결과 실제 수행 빈도는 낮은 항목이 있었다.
옹호 및 윤리적 도움의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는 항목에서 거의 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간호사 중 한명이 이는 중환자실 특성상 혼수상태인 환자가
종종 있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이러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보호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알림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환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 실무에서는 임종간호와 관련된 세부직무의 수행빈도가 낮았다.심혈관 중

환자실에서 환자의 사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비해 간호사가 죽음을 대면하
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행할 때 죽음,사망,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에서는 다학제간 협력의 중분류에서 간호사 및 환자,보호자와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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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제외한 타부서 혹은 다른 건강 관리자들과 협력하는 세부직무의 수행빈도
가 낮았다.이는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치료계획에 모든 관련부서의 동등한 참여기
회가 주어지지 않으며,의사가 주체가 되어 타부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타부서간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적으로 의사의 처방 이외에 서로 협력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의 중분류에서 유전질환 환자 가족의 추적관찰 서비스 조정항목에서 수행

빈도가 낮았다.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간호가 환자 개인에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중환자실에서 빠듯한 인력으로 환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으로까
지 간호의 대상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겠으나,적어도 유전질환 환자의 가
족에게는 기본적인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프로토콜화
되어 제도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조직적 사고의 모든 항목에서 전원이 필요성을 느꼈으나,모든 항목에서 수행

빈도가 낮았다.이는 과학적이고 구조화된 간호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며,대상자
의 지속적인 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는 있으나 간호
관리자 혹은 행정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간호의 표준화 및 프로토콜의 개발은 현재의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간
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여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팀에 구
성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성에의 반응에서 식사 선택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수행빈도가 낮았다.이

는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
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그
러나 이제 시장 개방과 더불어 형성된 다양한 인구집단을 간호하는데 중요한 항
목이라고 여겨지며,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직무라고 사료
된다.따라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환자의 종교,문화,가치,신념 등
을 사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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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연구에서도 의료원 교육학점 이수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수행빈도가 낮
았다.이는 최소한의 의무인 의료원 교육 학점 이수를 제외하고는 간호와 관련된
자기계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끊임없이 변화하
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하고,최신의 간호 중재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는 임상적 연구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참여 및 전달,연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촉진에서는 환자 및 가족 교육은 높은 수행 빈도를 보였으나,교육 프로토

콜 개발 및 직원 및 학생교육은 낮은 수행 빈도를 보였다.교육 프로토콜 개발의
수행 빈도가 낮은 것은 조직적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간호 행정가의 일로 여기
기 때문이며,직원 및 학생교육의 수행 빈도가 낮은 것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조직적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 촉진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교육 프로토콜 개발 팀
에 구성시키며,직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팀에 구성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환자의 측면과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SynergyModel에 기반을
두어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간호사 측면에서
만 기술한 연구와는 차별화된다.또한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기술서가 아니기에
필요하지만 실제 수행되지 않은 직무까지 포함시켜 향후 미래 지향적인 간호를
수행하고 심혈관 간호 업무를 표준화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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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개
발하는 방법론적인 연구이다.SynergyModel이란 대상자의 8가지 특성과 간호사
의 8가지 특성이 잘 부합하면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는 모델로서,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그 동안 직무 기술서 개발 시 도외시
되었던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간호를 지향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SynergyModel이 제시한 간호사의 8가
지 특성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의 대분류를 작성하고,중분류는 기존
의 간호 직무 분석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그 결과 8개의 대분류,20개의 중
분류,130개의 세부직무가 제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이 개발
되었다.
2.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5

일까지 임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수행 빈도는 거의 매일 한다가 임상적
판단에서 20명(90.5%),옹호 및 윤리적 도움에서 10명(47.2%),간호 실무에서 11명
(47.8%),협동에서 7명(30.4%),조직적 사고에서 3명(11.4%),다양성에의 반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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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20.9%),임상적 연구에서 2명(9.2%),학습촉진에서 6명(27.1%)으로 나타났다.
필요성 부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22명(96.6%)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초안에 대해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

일까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CVI(ContentValidityIndex)0.70이상인 세
부직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삭제,추가하여 총 1개의 세부직무
를 삭제하고,5개의 세부직무를 추가하였으며,13개의 세부직무를 수정,1개의 세
부직무를 재분류 하였다.이를 토대로 대분류 8개,중분류 20개,세부직무 134개로
구성된 최종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가 개발되었다.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 규명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변화하는 시대
의 새로운 간호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SynergyModel을 기반으로 심혈관 중환자 직무 기술서를 개발한
것으로 향후 관련 연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를 이용한 간호사 교육 및 평가 지침으로의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 항목 가운데 수행 빈도가 낮은 항목에 대

하여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이 직무 기술서가 심혈관 중환자 간호 수행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3.개발된 심혈관 중환자 간호 직무 기술서가 간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며,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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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활동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소린입니다.

현재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는 임상적 판단, 옹호, 간호 실무, 협

동, 조직적 사고, 다양성에 대한 반응, 임상적 연구, 학습 조력의 대분류 아래에 각

각의 중분류 및 세부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직무로 필요한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횟수에 따라 선택하여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거한 직무 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

가”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귀한 의견은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 개발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설문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여러분 개

인의 비밀 유지를 보장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정 소 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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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답하거나 답하거나 답하거나 답하거나 VVVV표 표 표 표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1. 연령: 만 (         ) 세

2. 성별: 여 (     )     남 (     )

3. 최종학력: 전문대졸 (     ) 간호학사 (     ) 간호학석사 이상 (     )

4. 임상경력: (     )년 (     )개월

5. 중환자실 경력: (     )년 (     )개월

6. 심혈관 중환자실 경력: (     )년 (     )개월

7. 간호 및 건강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중환자 전문 간호사 자격증

 ③ 기타 전문 간호사 자격증 ④ 미국 간호사 면허증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8. 중환자 간호 혹은 심혈관 간호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중환자 간호과정 

 ③ 심전도의 이해 ④ 전문 심폐 소생술

 ⑤ 심혈관계 환자관리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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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 각 각 항목별로 항목별로 항목별로 항목별로 심혈관 심혈관 심혈관 심혈관 중환자 중환자 중환자 중환자 간호의 간호의 간호의 간호의 직무로 직무로 직무로 직무로 필요한지의 필요한지의 필요한지의 필요한지의 여부를 여부를 여부를 여부를 체크하고체크하고체크하고체크하고, , , ,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직접 직접 직접 경험한 경험한 경험한 경험한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선택하여 선택하여 선택하여 선택하여 VVVV표 표 표 표 해주시기 해주시기 해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 . . 또또또또

한 한 한 한 열거한 열거한 열거한 열거한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외에 외에 외에 외에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할 할 할 할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추가추가추가추가””””란에 란에 란에 란에 기록하기록하기록하기록하

여 여 여 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1. 

임

상

적 

판

단 

신체 

사정

활력징후를 사정한다.

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Cardiac event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임상적 

판단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검사결과, 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

사결정을 한다.

임상경험, 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가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2. 

옹

호

및 

윤

리

적

도

움

윤리적 

도움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옹호

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

도록 지지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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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3. 

간

호

실

무 

응급

간호

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 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

다.

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고 상황을 기록한다.

Cardiac event 를 예방하고, 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

과를 평가한다.

안전

간호

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자해, 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 장비, 인력을 조정, 

준비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

를 시행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신체적

건강

증진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tube 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tube 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

한다.

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

변/배뇨를 돕는다.

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관찰한다.

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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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3. 

간

호

실

무

치료적 

간호

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

한다.

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 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

한다.

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 order/PRN order 실시 여

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ABO/Rh 검사를 위해 의료진과 co-sign하여 채혈한

다.

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수혈을 시행한다.

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Pacemaker 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사회 

심리적

간호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

통한다.

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

다.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임종 환자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

다.

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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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4. 

협

동

다학제

간협력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의사와 협력하여 진단,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

력한다.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응급상황, 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조정
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추가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5. 

조

직

적 

사

고

표준화 

및 

프로

토콜 

개발

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

을 개발한다.

다학제간 CP 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추후 

관리

앞으로의 치료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

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

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

낸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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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6. 

다

양

성

에 

대

한 

반

응

다양성

사정

환자의 종교, 문화를 사정한다.

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다양성 

적용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 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

한다.

연령, 언어, 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

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추가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7. 

임

상

적 

연

구

교육 

참여 

및 

전달

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

다.

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

한다.

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 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연구 

활동

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

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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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필요성 빈도

필요 불필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8. 

학

습 

촉

진

교육 

프로

토콜 

개발

환자 및 가족, 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환자, 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

을 파악한다.

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한다.

환자 

및 

가족 

교육

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

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 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 약리작용, 부작용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 

및 

학생 

교육

의사, 간호사, 관련부서직원, 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 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신규간호사, 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 응급상

황대처, 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

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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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 직무 

내용 타당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소린입니다.

현재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의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는 임상적 판단, 옹호, 간

호 실무, 협동, 조직적 사고, 다양성에 대한 반응, 임상적 연구, 학습 조력의 대분류 

아래에 각각의 중분류 및 세부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심혈관 중환

자 간호의 직무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체

크하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이유나 대안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또한 열거한 직무 

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귀한 의견은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 개발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설문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여러분 개

인의 비밀 유지를 보장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정 소 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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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답하거나 답하거나 답하거나 답하거나 VVVV표 표 표 표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1. 연령: 만 (         ) 세

2. 최종학력: 전문대졸 (     ) 간호학사 (     ) 석사 (     ) 박사 (       )

3. 현 직위: 교수 (     ) 파트장  (     )  평 간호사 (     ) 

4. 임상경력: (     )년 (     )개월

5. 중환자실 경력: (     )년 (     )개월

6. 심혈관 중환자실 경력: (     )년 (     )개월

♠♠♠♠    각 각 각 각 항목별로 항목별로 항목별로 항목별로 심혈관 심혈관 심혈관 심혈관 중환자 중환자 중환자 중환자 간호의 간호의 간호의 간호의 직무로 직무로 직무로 직무로 타당한지의 타당한지의 타당한지의 타당한지의 여부를 여부를 여부를 여부를 체크하여 체크하여 체크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주십시주십시주십시

오오오오. . . .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고 않다고 않다고 않다고 체크하신 체크하신 체크하신 체크하신 경우 경우 경우 경우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 않은 않은 않은 이유를 이유를 이유를 이유를 세부직무 세부직무 세부직무 세부직무 번호와 번호와 번호와 번호와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의견의견의견의견””””란에 란에 란에 란에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주시고주시고주시고주시고, , , , 열거한 열거한 열거한 열거한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외에 외에 외에 외에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추가되어야 할 할 할 할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있으있으있으있으

면 면 면 면 ““““의견의견의견의견””””란에 란에 란에 란에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 

임

상

적 

판

단 

신체 

사정

1. 활력징후를 사정한다.

2. 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3. 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4. 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5.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6.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7. Cardiac event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임상적 

판단

8.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

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9. 검사결과, 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10. 임상경험, 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

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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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I. 

옹

호

및 

윤

리

적

도

움

윤리적 

도움

1.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2. 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3. 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4.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

다.

옹호

5. 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6. 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의견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II. 

간

호

실

무 

응급

간호

1. 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 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2. 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

한다.

3. 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4. Cardiac event 를 예방하고, 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

과를 평가한다.

안전

간호

5. 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6. 자해, 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

다.

7. 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 장비, 인력을 조

정, 준비한다.

8.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9. 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

재를 시행한다.

10. 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11. 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12. 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13. 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14. 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의견



- 82 -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II. 

간

호

실

무

 

신체적

건강

증진

15.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

다.

16. 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

을 결정한다.

17. tube 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18. tube 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

처한다.

19. 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20. 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21. 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

배변/배뇨를 돕는다.

22. 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23. 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24. 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25. 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26.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관찰한다.

27. 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28. 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29. 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30. 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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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II. 

간

호

실

무

치료적 

간호

31. 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

정한다.

32. 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 세척제를 선택하

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33. 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34. 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35.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36. 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37. 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

정한다.

38. 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39. 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 order/PRN order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40. 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41. 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42. 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43. ABO/Rh 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

한다.

44. 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45. 수혈을 시행한다.

46. 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47. 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8. 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49. 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50. Pacemaker 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사회 

심리적

간호

51.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52.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

소통한다.

53. 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54. 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

한다.

55.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

다.

56. 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57.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58. 임종 환자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

한다.

59. 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60. 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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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V. 

협

동

다학제

간협력

1.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2. 의사와 협력하여 진단,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

다.

3.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

력한다.

4.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5. 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6.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7. 응급상황, 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8. 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조정
9. 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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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V. 

조

직

적 

사

고

표준화 

및 

프로

토콜 

개발

1. 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2. 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3.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

침을 개발한다.

4. 다학제간 CP 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추후 

관리

5. 앞으로의 치료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6.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

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7. 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

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8. 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

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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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VI. 

다

양

성

에 

대

한 

반

응

다양성

사정

1. 환자의 종교, 문화를 사정한다.

2. 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다양성 

적용

3.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 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5. 연령, 언어, 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

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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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VII. 

임

상

적 

연

구

교육 

참여 

및 

전달

1. 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2. 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3. 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4. 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5. 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6. 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

육한다.

7. 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8. 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 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연구 

활동

9. 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10.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

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11. 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

다.

12. 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13. 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14. 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15.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

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16. 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

여 실무를 개선한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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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직 무

타당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VIII 

학

습 

촉

진

교육 

프로

토콜 

개발

1. 환자 및 가족, 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2. 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3. 환자, 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4.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5. 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6. 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

략을 파악한다.

7. 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을 개발한다.

환자 

및 

가족 

교육

8. 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9.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

다.

10. 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 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

에게 설명한다.

11. 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

다.

12. 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 약리작용,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3.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14. 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한다.

직원 

및 

학생 

교육

15. 의사, 간호사, 관련부서직원, 학생 등에게 최신 치

료 및 관리방법, 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16. 신규간호사, 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 응급

상황대처, 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

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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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용 타당도 결과

AAA...임임임상상상적적적 판판판단단단 (n=9)

BBB...옹옹옹호호호 및및및 윤윤윤리리리적적적 도도도움움움 (n=9)

중분류 세부직무 CVI

A1.
신체사정

A1-1.활력징후를 사정한다. 1.00
A1-2.혈역학 상태를 관찰한다. 1.00
A1-3.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1.00
A1-4.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1.00

A1-5.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0.89

A1-6.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0.89
A1-7.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0.89

평 균 0.95

A2.
임상적
판단

A2-1.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1.00

A2-2.검사결과,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1.00

A2-3.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0.89

평 균 0.96

중분류 세부직무 CVI
B1.
윤리적
도움

B1-1.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0.89
B1-2.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1.00
B1-3.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0.89
B1-4.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1.00

평 균 0.95
B2.
옹호

B2-1.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

B2-2.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1.00

평 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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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간간간호호호 실실실무무무 (n=9)
중분류 세부직무 CVI
C1.
응급
간호

C1-1.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1.00
C1-2.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다. 1.00
C1-3.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1.00

C1-4.Cardiacevent를 예방하고,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한다. 1.00

평 균 1.00
C2.
안전
간호

C2-1.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1.00

C2-2.자해,ICU delirium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1.00
C2-3.환자 이송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장비,인력을 조정,준비한다. 1.00
C2-4.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1.00
C2-5.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1.00
C2-6.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1.00
C2-7.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1.00
C2-8.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1.00
C2-9.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1.00
C2-10.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0.89

평 균 0.99
C3.
신체적
건강
증진

C3-1.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0.89
C3-2.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0.89
C3-3.tube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1.00
C3-4.tube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1.00
C3-5.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1.00
C3-6.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1.00
C3-7.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변/배뇨를
돕는다. 1.00
C3-8.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1.00
C3-9.필요시 인공배뇨방법을 시행한다. 1.00
C3-10.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1.00
C3-11.불편감과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0.89
C3-12.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관찰한다. 1.00
C3-13.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1.00
C3-14.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1.00
C3-15.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1.00
C3-16.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1.00

평 균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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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직무 CVI
C4.
치료적
간호

C4-1.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한다. 1.00
C4-2.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1.00

C4-3.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0.89
C4-4.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1.00
C4-5.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1.00
C4-6.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1.00
C4-7.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1.00
C4-8.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1.00
C4-9.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order/PRN order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1.00

C4-10.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1.00
C4-11.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1.00
C4-12.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1.00
C4-13.ABO/Rh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한다. 1.00
C4-14.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1.00
C4-15.수혈을 시행한다. 0.89
C4-16.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1.00
C4-17.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1.00
C4-18.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0.89
C4-19.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1.00
C4-20.Pacemaker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1.00

평 균 0.98
C5.
사회
심리적
간호

C5-1.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1.00
C5-2.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1.00
C5-3.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1.00
C5-4.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다. 1.00
C5-5.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00
C5-6.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1.00
C5-7.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1.00
C5-8.임종 환자의 생리적,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1.00
C5-9.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1.00
C5-10.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1.00

평 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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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협협협동동동 (n=9)

EEE...조조조직직직적적적 사사사고고고 (n=9)

중분류 세부직무 CVI
D1.
다학제간
협력

D1-1.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1.00
D1-2.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1.00
D1-3.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 1.00
D1-4.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00

D1-5.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1.00
D1-6.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0.89

D1-7.응급상황,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1.00

D1-8.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1.00

평 균 1.00
D2.
조정

D2-1.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0.78

평 균 0.78

중분류 세부직무 CVI
E1.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E1-1.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1.00
E1-2.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1.00
E1-3.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을
개발한다. 1.00

E1-4.다학제간 CP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1.00
평 균 1.00

E2.
추후
관리

E2-1.앞으로의 치료과정,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1.00

E2-2.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1.00

E2-3.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1.00

E2-4.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1.00

평 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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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다다다양양양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반반반응응응 (n=9)

GGG...임임임상상상적적적 연연연구구구 (n=9)

중분류 세부직무 CVI
F1.
다양성
사정

F1-1.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0.89

F1-2.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0.89

평 균 0.89
F2.
다양성
적용

F2-1.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00
F2-2.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1.00
F2-3.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1.00

평 균 1.00

중분류 세부직무 CVI
G1.
교육
참여 및
전달

G1-1.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1.00
G1-2.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1.00
G1-3.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1.00
G1-4.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1.00
G1-5.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1.00
G1-6.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한다. 1.00
G1-7.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1.00
G1-8.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1.00

평 균 1.00
G2.
연구
활동

G2-1.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1.00
G2-2.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0.89

G2-3.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0.89
G2-4.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0.89
G2-5.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0.89
G2-6.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0.89
G2-7.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0.89

G2-8.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0.89

평 균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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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학학학습습습 촉촉촉진진진 (n=9)

중분류 세부직무 CVI
H1.
교육
프로
토콜
개발

H1-1.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1.00
H1-2.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00
H1-3.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00
H1-4.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1.00
H1-5.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1.00
H1-6.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을
파악한다. 1.00

H1-7.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1.00
평 균 1.00

H2.
환자 및
가족
교육

H2-1.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1.00

H2-2.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1.00
H2-3.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1.00
H2-4.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1.00
H2-5.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약리작용,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0

H2-6.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1.00
H2-7.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00

평 균 1.00
H3.
직원 및
학생
교육

H3-1.의사,간호사,관련부서직원,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
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1.00

H3-2.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
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한다. 1.00

평 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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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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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임상적
판단

신체사정
활력징후를 사정한다.
혈역학 상태를 확인한다.
가스교환상태를 사정한다.
말초 순환 상태를 사정한다.
심혈관 기능 사정을 위해 심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심잡음,분마음 등의 심장 기능을 사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심정지 등의 Cardiacevent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임상적
판단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검사결과,협진 결과 등의 대상자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임상경험,지속적인 교육으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옹호
및
윤리적
도움

윤리적
도움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보호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옹호
윤리적 의사결정 및 대상자 옹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환자/보호자가 원할시 위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간호
실무

응급
간호

응급상황발생을 사정하고,관련된 업무를 조정한다.
응급상황발생시 연락을 취하고 물품과 장비를 준비한다.
심폐정지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을 기록한다.
Cardiacevent를 예방하고,발생시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한다.

안전
간호

낙상 및 미끄러짐의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한다.
자해,ICU 섬망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한다.
환자 이송 시 안정에 필요한 물품,장비,인력을 조정,준비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정하여 조정한다.
감염의 위험요인과 감염증상을 사정하여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환경을 관리한다.
감염지침에 따라 자신 및 타직원을 관리한다.
자가간호수행정도를 사정하여 돕는다.
개인위생 유지 간호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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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간호
실무
(계속)

신체적
안위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흡인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시행한다.
인공호흡기 환기양식이 처방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대상자 상태에 맞게 경보를 설정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원인을 즉시 해결한다.
필요시 무균법을 이용하여 흡인한다.
흉부 물리요법,ROM운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인공호흡기,가습기,필터를 규칙적으로 소독하여 교환한다.
영양 및 수분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또는 영양사와 협진하여 적절한
영양공급방법을 결정한다.
tubefeeding전 환자상태를 사정한다.
tubefeeding을 수행하고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영양수액을 준비하여 주입한다.
경구식사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환자상태와 자가 간호 수준에 맞추어 환자의 자연배변/배뇨를 돕는다.
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관장을 시행한다.
필요시 인공도뇨를 시행한다.
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
통증에 대한 환자 반응을 사정한다.
통증조절 및 긴장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피부통합성 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DVT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수면 및 휴식상태를 사정하여 증진을 위해 중재를 시행한다.

치료적
간호

상처부위 및 상처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정한다.
상처부위에 적합한 드레싱 방법,세척제를 선택하여 드레싱을 시행한다.
상처치유증진 간호를 수행한다.
상처관리 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수령한 약품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중재한다.
투약 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투약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투약 후 환자상태와 부작용을 사정하여 대처한다.
환자상태에 따라 standingorder/PRN order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한다.
의사처방에 따라 경로별로 투약한다.
경로별 투약 후 환자반응을 평가한다.
투약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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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무
(계속)

치료적
간호
(계속)

ABO/Rh검사를 위해 의료인과 co-sign하여 채혈한다.
수혈 전 간호를 시행한다.
수혈 시행시 환자,혈액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수혈중과 수혈 후 환자반응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혈액을 폐기 또는 반납한다.
Pacemaker적용을 돕거나 setup한다.
Pacemaker와 관련된 환자의 반응을 사정한다.
Pacemaker합병증 및 문제점을 관리한다.

사회
심리적
간호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사정한다.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보호자에게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정서상태를 사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가족지지체계의 문제를 사정하여 강화한다.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임종 환자의 생리적,정서적 변화를 사정하여 대처한다.
임종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임종시 사후처치 및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행한다.

협동 다학제간
협력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팀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한다.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팀장 및 간호국과 협력한다.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 식이 및 영양관리를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돕는다.
응급상황,수술전후 간호 시 업무향상을 위하여 다른 간호사와 협력한다.
환자 및 가족이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계한다.

조정
유전질환 환자 가족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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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고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다빈도 처치에 대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다빈도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과정을 표준화한다.
심혈관 중환자 간호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간호 지침을 개발한다.
다학제간 CP개발 및 적용에 참여한다.

추후
관리

앞으로의 치료과정,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제공된 연계 서비스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퇴원 후 가족이나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한다.
특수 치료 후 의뢰 병원에서의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관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뢰병원에 보낸다.

다양성에
대한
반응

다양성
사정

환자의 종교,문화를 사정한다.
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한다.

다양성
적용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종교나 문화를 수혈,수술 및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연령,언어,장애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재전략이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임상적
연구

교육
참여 및
전달

병동 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병동 집담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
업무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의료원 교육 학점을 이수한다.
이상 외 전문직 발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중환자 간호의 최신경향을 숙지하여 타간호사를 교육한다.
의료기구의 사용법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전문직 발전을 위해 분야회,각종 학회에 참여한다.

연구
활동

간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다.
연구와 관련된 단체와 협력한다.
임상 연구 자료를 관리한다.
관련 간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임상 연구 및 간호 연구의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무를 개선한다.



- 98 -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

학습
촉진

교육
프로
토콜
개발

환자 및 가족,직원의 교육적 요구를 확인한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환자,가족을 위한 집단/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한다.
교육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한다.
개발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소 및 극복전략을 파악한다.
교육 결과 및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환자 및
가족
교육

환자/보호자에게 본인 소개 및 중환자실의 환경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유지 행위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각종 검사 및 시술의 목적,절차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환자의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한다.
투여되는 약물의 투여 목적,약리작용,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환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 및
학생
교육

의사,간호사,관련부서직원,학생 등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방법,임상
프로토콜 등에 대해 교육한다.

신규간호사,간호학생에게 순환기계 병태생리,응급상황대처,치료요법 등의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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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Development Development Development of of of of a a a a Job Job Job Job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in in in in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ritical Critical Critical Critical Care Care Care Care 

Using Using Using Using the the the the Synergy Synergy Synergy Synergy ModelModelModelModel

Chung, Soree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Lee, Tae Hwa. RN, Ph.D

Based on the Synergy Model, this study provides a methodological 

ground in developing a job description in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The 

Synergy Model suggests that when eight components of the nurse 

correspond well to eight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the outcome is 

optimized. The Synergy Model-based job description in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will contribute to patient-centered nursing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which have been rather marginalized in 

developing job descriptions.

1. This study employs the eight skills of the nurse in the Synergy 

Model as the basis of eight major categories of the job descri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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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critical care. Twenty sub-categories and one hundred thirty 

specified tasks are also developed in this study that are indebted to the 

previous scholarship.

 

2. The study examines the clinical validity of the drafted job description 

in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From October 31 to November 5, 2007, I 

asked twenty-three nurses in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at one hospital in 

Seoul on their clinical exper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 In frequency, 

they answered 'almost everyday' in clinical decision 20(90.5%), advocacy 

10(47.2%), caring practice 11(47.8%), collaboration 7(30.4%), system 

thinking 7(30.4%), response to diversity 5(20.9%), clinical inquiry 2(9.2%), 

and facilitation of learning 6(27.1%). In necessity, they answered 'it is 

needed' at every specified tasks more than 22(96.6%) persons.

 

3. The study also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draft's content and 

adjusts the draft reflecting the result of CVI and following advice of the 

experts. The changes involve eliminating one specified task, adding five 

more, re-classifying one, and modifying thirteen specified tasks. In the 

end, the study finalizes the job description that consists of eight major 

categories, twenty sub-categories, and one hundred thirty-four specified 

tasks. 

The Synergy Model-based job description in cardiovascular care in this 

study will enable the nurses in the field  to identify their roles more 

clearly and further their capabilities. It will also serve as fundamental 

resources in developing new nursing policies in the chang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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