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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 중 하나를 들고 다시금 발을 들여놓았던 간호학도
의 길…….2년여의 시간동안 때로는 너무 쉽게 맞춰져가는 퍼즐에 흥분하고 행복해하
며,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맞춰지지 않는 퍼즐에 좌절하고 인내함을 배우며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어느덧 그 마지막 조각으로 제 인생의 그림 한 장을 완성하려 합니다.
시작은 반이지만 마무리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임을 몸소 느끼며,이렇게 하나
의 그림으로 완성하기까지 격려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
니다.

다시금 석사 과정을 통해 간호학의 길로 돌아왔을 때 간호학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시고,항상 열린 마음으로 부족한 저의 생각들을 들어주시며 조언해 주신 이태화
교수님,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며,연구의 미흡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
도록 이끌어주신 김소선 교수님,부족한 저를 믿음과 신뢰로 격려해주시고,누구보다
연구간호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방향을 이끌어주신 라선영 교수님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학부 때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
싸주시며,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해주신 고일선 교수님,제가 가진 경험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보여주시며 챙겨주신 김인숙 교수님,그리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
님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새로운 전문 간호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곳곳에서 애쓰시고 계시며,그 바
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연구를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각 병원의 연구간호사 선생님
들께 감사드립니다.특별히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신촌
세브란스 주은영,조숙현,강승아,박현정 선생님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인미순,채서희
선생님,삼성서울병원 김미정 선생님,서울아산병원 홍정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또한 연구간호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저의 연구시작에 앞서 조언을 아끼



지 않으셨던 경희대학교 강현숙 교수님과 처음 만난 제가 선배란 이유만으로 많은도움
과격려를아끼지않았던착한후배혜수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편안함과 나눔,기도로 이 동생의 응석을 받아주고 함께 해준 용숙언니,
현희언니,은영언니,석사과정을 함께 하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언니 같은 동생
연희,연구진행의 막막함으로 헤매고 있을 때 길잡이가 되어준 멋진 선배 은현언니,힘
들 때 위로함을 주고 응원해 준 착한 후배 제인이,간호대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만
날 때마다 격려해주신 임미혜선생님,김봉정선생님,그리고 예쁜 동생들 수진,수인,진
영,지선이에게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언제나 무조건적 사랑과 신뢰함으로 감싸주시며 기도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
모님과 고모,멀리서도 항상 동생을 격려하며 아껴주는 오빠,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
께 해주시며 위로함과 용기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드립니다.

2008년 1월
황황황 윤윤윤 선선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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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종종종양양양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연연연구구구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 방법론적 연구로서,연구진행은 직무조사도구개발
단계,직무조사분석단계 및 직무확정단계의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연구대상
자는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67명의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질문지 조
사를 통해 수집된 직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경력이 3
년 이상이면서 중간관리자인 8인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직무기
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위해 개발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연구간호사 중 임의표출 된 67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이를 통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세부 직무별 업무량과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2.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전문가 타당도 점수가 0.75이상인 57개의 세부 직무를 채택하였고,집단 회의
과정을 통해서는 0.75미만의 세부 직무 중 4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채택
하고,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내용타당도 0.75이상인 직무 중 12개의 항목
을 수정․보완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는 <행정적 업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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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실무제공 업무>,<모니터링 업무>,<연구관련 업무>,<교육 및 상담 업
무>,<옹호 및 조정 업무>의 6개 영역 하에 총 61개의 세부 업무가 기술되었다.

3.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하여,문헌고찰을 바탕
으로 작성된 문항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집단 회의 과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기술하였다.직무명세서의 각 항목은 학력,경력,자격,자질,
능력 및 지식으로 분류되었는데,‘학력’은 학사(4년제 대학졸업),‘임상경력’은 1년
이상,‘자격’은 간호사 면허취득으로 하였고,‘자질’은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
술,임상적 판단능력,윤리적 태도 등,‘능력’은 영어능력과 문서관리 및 작성 능력
으로,그리고 갖춰야 할 ‘지식’은 임상시험 관련규정,해당 질병,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등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된 직무범위와
세부직무,인적자격요건 등은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역할 규명 및 인적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향후 각 병원 및 연구분야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직무평가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더 나아가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역할이
좀 더 확고한 전문 간호영역으로 개발되고,보다 질 높은 직무수행자로서 임상시
험에 관여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핵심 되는 말 :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 직무분석 , 직무기술서 ,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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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연구간호사(CRN, clinical research nurse)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Practice)의 원칙에 따라 책임연구자를 도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
간호사이다(김현주,2006;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2005).즉 임상시험의
각 단계가 잘 수행되고 촉진되도록 돕기 위해 연구 분야에 고용된 간호사로서,최
근 국내․외에서 신약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임상시험에서의
연구간호사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국내에서도 2002년 55건에서 2005년 185건,
2007년 8월 현재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확장되어 가는 임상시험의 활성화(식약
청,http://www.kfda.go.kr)를 위해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된 법적․제도적 인프라에 비해 인적자원과 관련한 인프라
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
우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현숙 외,2004a;김정원 외,2003).또한 이러한
현상은 임상시험 관련 전문 인력 중 하나인 연구간호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
나고 있는데(정인숙 외,2005),국내 임상시험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한 강현숙 외
(2004b)에 따르면,연구간호사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다른 전문 인력인 관리
약사,임상약리전문가 및 행정인력에 비해 비교적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연구간호사의 활동영역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의 수만큼이나 매

우 다양한데,가장 많은 연구간호사가 활동하는 분야는 항암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이다(Tomamicheletal,2002).이는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총 65,479명이 사망한 원인 질환이 되고(통계청,2005),현재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발생 증가율의 추이를 반영한다.최근 암의 치료는 크게
발전하여 수술과 방사선 치료,항암 화학요법 등을 결합한 다양한 치료 형태들이



- 2 -

여러 암질환의 예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그 중 항암 화학요법은 암 환자의
60~75%가 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암 치료법으로(Graham etal,1993),임상시험을
통한 신약개발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또한 암과 관련된 분야이다.
따라서 종양임상시험 분야에서의 연구간호사 역할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이외에
도 내분비내과,신장내과,신경과,신경정신과,피부과 등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에 참여하고 있다(Tomamicheletal,2002).이러한 임상시험 수행시 연구간호사는
피험자 모집과 피험자들의 스크리닝,고지에 의한 동의취득,무작위화,정보수집과
기록 및 피험자의 추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Spilsbury,2007),이들의 역할은 교
육자,대변자,직접간호제공자와 임상시험진행자로 구분되기도 한다(식품의약품안
전청&국립독성연구원,2005).그러나 연구간호사라는 용어가 국내에 생겨나기 시
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임상시험이 활발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연구간
호사의 직무기술은 물론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 등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으로서의 양적 확보와 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관리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강현숙 외,2004b).또한 연구간호사의 다수가 간호부 또는 병원의 직원
으로서가 아닌 진료과에 소속된 계약직 또는 시간직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강현숙 외,2004a)병원 내에서 공식적인 지위나 그에 따른 보수 및 인사체
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2005).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임상시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간

호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간호사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강현숙 등(2004a)의 국내 연구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임상시험업무 특성,
김선희 등(2006)의 암환자 대상 연구간호사의 직무만족도,신주영(2007)의 대학병
원에 근무하는 임상연구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등이 연구간호사의 직
무와 관련된 특성을 기술하고는 있지만,연구간호사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본전제가 되는 직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또한 조직 내에서 조차 그 역
할과 주요 업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이 되고 있지 않다.이러한 연구
간호사의 직무의 불확실성은 역할 정립에의 어려움은 물론 불안정한 직위 및 보
수 등과 관련된 처우 문제,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부적절한 인력확충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간호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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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책임 범위 및 다른 직무와의 차별적 역할을 정립(Jamisonetal,1999)하여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간호사들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임상시험에서의 중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간호사의 현행 업무를 확인하고,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업무수행 방향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연구간호사
의 업무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간호사의 역할 정립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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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3차 의료기관의 종양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간호사의 직무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종양임상시험에서 연구간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활동을 파악한다.
2)종양임상시험에서 연구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요건을 파악한다.
3)종양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및 명세서를 개발한다.

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연연연구구구간간간호호호사사사

1)개념적 정의
연구간호사는 연구책임자의 지휘 하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Good

ClinicalPractice)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 간호사이다(Bowen& Rice,1998).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코디네이터(CRC,ClinicalResearch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
구간호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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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1)개념적 정의
미국 노동성의 직무분석지침서(Training and Reference Manual for Job

Analysis)에 의하면 “직무분석이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그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기능,지식,능력,책임,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하는 기술적인 수단방법이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http://www.bls.gov/).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직무분석은 현재 종합병원에서 종양임상시험을 하는 연구간호

사에 의해 수행되는 직무활동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요건을 파악하여 직
무기술서 및 명세서를 기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직무기술서
본 연구에서의 직무기술서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로

얻어진 직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한 문서양식을 의미한다(장수용,
2006).

(2)직무명세서
본 연구에서의 직무명세서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로

얻어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학력,경력,능력 등의 인적 자격요건을 정리하여
기술한 문서양식을 의미한다(김준식․김도근,2006;이재창,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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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연연연구구구간간간호호호사사사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연구책임자
의 지휘 하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GoodClinicalPractice)의 원칙에 따
라 임상연구/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 간호사이다
(Bowen& Rice,1998).즉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의 수행 및 피험자 보호와 관련
된 규정과 지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연구계획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자료를 유지함으로써 임상시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라고 할 수 있다(강현숙,2004a).
사실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연구코디네이터(CRC,

clinicalresearchcoordinator)중 한 사람으로서 연구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이외에
도 약사,임상병리사 또는 의료지식을 갖춘 진료보조자 등이 할 수 있다(식품의약
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2005).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코디네이터는 의학,약학
및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지식을 겸비해야 함은 물론 임상시험 참여자와 임상자료
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야 하기에 연구지원 인력으로서 간호사가 가장 적
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구코디네이터의 다수
를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Bowen& Rice,1998).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연
구코디네이터의 다수가 간호사이므로 흔히 연구코디네이터(CRC)와 연구간호사
(CRN)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
2005).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과정에서의 교육자,대변자,직접간호제공자 및 임상시

험진행자로서(Adams,1994;Gray,1995),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능숙
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풍부한 임상경험과 간호과정의 이수,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인간애,관리 및 조직화 기술습득이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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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독성연구원,2005).구체적인 업무는 책임연구자로부터 위임받는 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나 피험자의 선정 및 일정 관리,이상반응 관리,자료 수집,문서작성
및 관리,모니터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준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서
울대학교병원,2001),강현숙 외(2004a)연구에 따르면 주로 피험자 스크리닝,연구
자 및 의뢰자와의 연락,피험자 교육 및 동의취득,피험자연락 및 일정관리,자료
수집,이상반응 관찰 및 보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임상시험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
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
전청,2000).임상시험의 단계는 시판허가 전 임상시험 3단계와 시판 후 임상시험
까지 포함하여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시판 전 임상시험은 의약품 후보물질의 전
임상데이터를 토대로 인체에 약물을 처음으로 노출하는 단계로서 제한된 숫자의
건강한 피험자에게 신약후보물질을 투여하고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내약량
(tolerabledose)을 결정하고,이의 약물동태,인체 내 약리작용 및 부작용 등을 평
가하는 제1상 임상시험으로 시작한다.제2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 통제된 디자인에 의해 신약후보물질의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및 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대상피험자를 통제 혹은 비통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실제적인 임상상황에서의 제3상 임상시험은 적응대상질
환에 대한 유효성의 추가 정보 또는 확고한 증거 수집을 위해 시행된다.마지막으
로 시판 후에 이루어지는 제4상 임상시험은 부작용빈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보
를 얻기 위한 시판후부작용조사 및 시판 후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시판 후
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임상연구의 형태는 약물기전의 연구,약물요법에 따른 이
환율 및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장기간 대규모추적연구,제3상에서 얻은
자료의 보완을 위한 추가연구,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못한 특수 환자군
에서의 임상시험,새로운 적응증 탐색 등을 들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
성연구원,2005;신재국․차인준,2002).
이러한 임상시험의 시험자는 대부분 의사로서,이들은 바쁜 진료 일정으로 인

해 임상시험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을 도와 임상시험을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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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나가는 지원인력인 연구간호사의 안정된 공급과 자질 향상은 매우 중요하
게 간주되고 있으며(Adams,1994;Bowen& Rice,1998),따라서 연구간호사의 책
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소수의 간호사가 일부 병원 및 제약회
사에서 임상시험의 진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아직 대다수의 간호사는 임상시
험 또는 연구조정자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대부분이 특정
임상시험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인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강현숙 외,2004).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연구간호사라는 역할이 매우 드물었

지만(Kirchhoff,1993),1980년대를 거쳐 그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연구간호사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전문분야에 국한된 제한적 연구이거나
일반적인 연구간호사의 역할만을 제시(Adams,1994;Gray,1995;Pelke& Easa,
1997;Rico-Villademorosetal,2004;Spilsburyetal,2006)하고 있을 뿐,실제 연
구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기술하거나,인적자격요건 및 근무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국내의 연구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사실 국내
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이 활발해지면서 연구간호
사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연구간호사의 자격기준 및 질 관리
규정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신상구,2000).

BBB...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직무분석은 어떤 특정한 직무의 본질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료
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적인 절차(정연앙,1996)로서,조직의 계획수립
과 설계,인적자원관리,기타 관리적 기능들을 위한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
직 내에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하는 관리적 활동(Ghorpade&
Atchison,1980)이다.즉 조직 구조 속에서 개개인들이 각자에게 분담된 일을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들을 직무라 하며,이러한 직무에 대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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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도를 가지고 분류 및 평가하는 작업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편의상,1993).
최초의 직무분석방법은 미국의 노무관리의 한 방식으로 시작된 Taylor의 시간

연구와 Gilbreth의 동작연구로(유종해,1997),행정학 및 경영학 발달의 기초가 되
었다.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복잡한 군대조직에서
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무분석을 활용하게 되었고,이후 그 기본적인 방법론을
이어받는 직업조사 프로그램 또는 직업조사를 민간부문에 적용함에 따라 직무분
석의 기본적인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으나,오늘날은 직무의 성격변화와 직무 수의
증가에 따라서 분석의 목적도 확대되고 방법과 내용,용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이홍민,2006;이경진,2000).
이에 따라 직무분석의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는데,신현택,박

상언(1995)은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과 지식 그리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정보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는
과정을 직무분석이라 하였고,차진아(1996)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
력,숙련,책임 등의 제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보았다.또한 유민봉
(1999)은 사실상 인사관리의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서 직무를 구성하는 임무와 이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자격요건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에 합리적인 기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직무분석이라고 보
았다.
이와 같이 직무분석은 인간 노동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인사관리의 각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되어지는데,직무분석의 용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직무분석은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선발하고,인사고
과에 필요한 수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게 해주며,직무 훈련이나 직무기술,직무
평가에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직무설계와 재구성,인력 계획,직무 분
류,모집 등에 활용되어진다(Christal,1974;Zerga,1943).
특히,직무분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협의의 목적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김준식․김도근,2006),직무기술서는 분석대상



- 10 -

이 되는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나 과제가 이루어지고 작업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
내어서 그러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며,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게 요구되는 지식,기술,능력 등과 같은 인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적
어 놓은 것이다(김준식․김도근,2006;이재창,2002).각각은 직무 평가의 기초 자
료,채용 기준․정원제 수립의 근거,배치․이동의 심사 자료,교육 내용의 결정
자료,업무 절차나 환경 조건의 개선 기준,재해․위험의 방지책 수립 근거 등에
활용된다(한국생산성본부,1993).또한 직무분석은 인사관리자들이 인사관리와 관
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서 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가 되며(Nelson,1997),다양한
직업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접근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
산성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뿐 아니라,산업표준 조사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Willis,1993).
직무분석은 실제수행법,관찰법,면접법,설문지법,결과물 분석법,작업일지법,

중요사건기록법 등(김준식․김도근,2006)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데,각각의 직무분석 방법은 장․단점을 갖고 있고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 직무분석은 과업의 좁은 범위나 의무만을 규정하는 작업 관련
정보가 아니라 작업 행동에 실제로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으로,리
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 등에 의해 조직의 경계가 없어지고(김성국․홍지숙,
2002),전통적인 조직보다 작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발생하고 창조되는 새로운
조직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조직에서 지향하는 직
무분석 방법으로는 무경계 직무분석(BoundarylessJobAnalysis),직군모형 접근법
(JobFamilymodeling),역량모형(Competencymodel),직무가공(JobCrafting)등
이 있으며,작업 중심 접근법(FunctionalJobAnalysis,Ashkenas,1995),프로세스
중심의 동태적 직무분석(송상호,1997)등이 있다.

간호영역에서의 직무분석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한편,이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행위는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간호직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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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정희,2002).여기에서 간호행위란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구체적으로는 간호사가 간호의 원칙에 따라서 간
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취하는 행위(대한 간호학회 편,1997)로 정의된다.
간호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Henderson(1987)과 Abdellah(1956)등 여러 이론

에서 도출된 행위의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나,간호전문직의 발전과 더불어 현장의
직무 전반에 관한 규명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이정희,2002).하지만 점
차 간호영역이 다양화․세분화되고,확대되어짐에 따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직
무분석 연구들은 특정 분야별로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이 특정 분야에서 구
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기술함으로써 각 직무영역의 윤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인력관리 및 전문화를 위한 업무구조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동태적 직무분석을 시도한 암 환
자 케어 코디네이터의 직무분석(김은현,2005),전통적 직무분석방법인 설문지법,
관찰법 등을 활용하고 있는 일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수행 분석(김희정,
2005),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분석(고유경,2002),혈액투석실 간호
직무 분석(박순경,1998),응급실 간호사 업무분석(김광주 외,1995),대학종합병원
수간호사의 업무분석과 모형연구(김인숙,1988)등이 있으나,서로 직무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므로 분석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상호 참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특히 간호영역 중에서도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간호사의
직무는 기존 간호직무와 달리 임상실무제공 뿐 아니라 높은 비중의 행정,연구 등
의 업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독자적
영역으로서 연구간호사의 역할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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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직무분석을 이용하여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및 직
무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그 중 서
울지역 4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67명의 연구간호사를 임의표출에 의해 표본
으로 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단단단계계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직무조사단계,직무분석단계 및 직무확정단계의 3단계
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 직무조사분석단계 직무확정단계

 ■ 대상 직무 선정

 ■ 직무분석의 범위 결정

 ■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

 ■ 직무조사 도구개발

⇨

 ■ 직무정보수집 및 조사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 내용타당도 검증

⇨

 ■ 직무기술서 작성

 ■ 직무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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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직직직무무무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직무분석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로,선정된 직무와 관련된 문헌고찰,현
장조사 및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문헌고찰로는 국내․외 연구간호사 및 연구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관련 연구,간

호와 보건의료 분야,그 외 사회과학분야의 직무분석 등을 고찰하여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역할 및 직무분석 현황을 파악하였다.또한 연구간호사의 수행업무
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대상자의 수행 업무과정 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구관련 집담회의 참석,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자의 수행 업무 및 수
행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대상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확인하고 직무수행자인 연

구간호사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각 항목의 중요도를 알아볼 수 있
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22...직직직무무무조조조사사사분분분석석석단단단계계계

본 단계에서는 완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 및 인적요건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이
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대상자 67
명 전원이 이에 응답하여,100% 회수되었다.
각 세부직무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중요도 모두 7점 척도로 하여,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전체업무시간 중 해당 직무가 차지하는 업무시간을 나타내는 업무량이
매우 낮으면 1점,매우 높으면 7점을 선택하도록 하였고,각각의 직무수행이 연구
간호사로서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 준거로서의 중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이 외에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14개의 문항으로 인적요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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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로 확인 된 직무목록을 기술하여 종양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각 조직의 중간관리자인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8
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기술된 업무내용을 수정․보완하였
다.여기서 내용타당도 비율이란 중요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양화(quantifying
consensus)한 것으로,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6개 영역으로 분류된 각각의 세부
항목들의 내용타당도 비율(CVR,contentvalidityratio)이 산출되었다.

위 식에서 ne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수로,본 연구에서 사용한
Likert식의 4단계 척도에서 ‘적절하다(3점)’,‘매우 적절하다(4점)’에 응답한 응답자
의 수를 의미하며,N은 전체 전문가의 수를 의미한다.즉,‘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50%보다 적을 때 CVR은 음수,50%일 때 CVR은 0,100%일때 CVR
은 1,50%이상 100%이하일 때 CVR은 0과 1사이에 위치한다는 특성으로부터 유
도되었다.이러한 CVR 값은 Schipper가 제시하고 있는 유의도 0.05수준에서의
패널 수에 따라 결정된 최소값을 가지며,이 최소값 이상의 CVR값을 가진 항목
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1975).즉,본 연구의 전문가
수는 8명으로 Schipper가 제시하고 있는 CVR의 최소값에 따라 CVR이 0.75이상이
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33...직직직무무무확확확정정정단단단계계계

직무분석단계를 통해 도출된 직무의 성격,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서술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능력,기타 특성 등의 인적요건
을 서술한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였다.

CVR= (ne-N/2)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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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직무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문헌고찰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목록화한 후,
Rico-Villademorosetal(2004)과 김은현(2005)의 논문,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2005)의 교육지침을 참고로 구조화 된 질문지로서,간호학과 교수
2인과 임상시험연구책임자,연구간호사,임상시험모니터요원 각 1인의 자문을 통
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다.완성된 도구는 종양임
상시험 연구간호사가 수행하리라 예상되는 세부직무들을 크게 6영역으로 분류하
였고,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행정적 업무>는 관련 문서를 관리 및 보관하고,필요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11

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직접실무제공>은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 시행,활
력징후 측정,치료적 의사소통 등의 13개 항목,<모니터링업무>는 중대한 이상반
응의 관찰 및 보고와 지속적인 질의 과정을 통한 높은 질의 자료 확보 등의 11개
항목,<연구관련업무>는 연구개시모임에의 참석,증례기록서(CRF)의 작성 완료 등
의 13개 항목,<교육 및 상담 업무>에서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
명,피험자와 가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하는 업무 등을 포함하는 11개
의 항목,그리고 <옹호 및 조정 업무>는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의 참
여,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하는 등의 세부업무 11개항
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전체업무시간 중 해당 직무가 차지하는 업

무시간을 의미하는 업무량과 연구간호사로서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직무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중요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은 7점 만점으로 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업무량과 중요도가 매우 낮으면 1
점을,매우 높으면 7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5개와 총 70개의 세부직무를 6개 영역으로 분류한 직무기술에 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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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및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14개의 문항이 제시되
어 있다.

EEE...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연구간호사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한 설문지 67부 모두가 회수되었고,자료
수집은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FFF...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 12.0 for
window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과직무수행관련인적요건등의확인은기술통계를사용하
여분석하였다.
2.기술된직무의업무량과중요도의관계는대응표본t-검정(PairedSamplest-test)을
이용하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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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직직직무무무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7명으로,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연령,결혼상태,교육정

도,한 달 평균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연령(만)은 평균 29.4세로 최소 24세에서 최고 44세이었으며,26세

이상 ~30세 이하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45명(67.2%)으로 가장 많았다.대
상자는 모두 여자로,미혼자가 48명(71.6%)이었으며,교육정도는 4년제 졸업이
40명(59.7%)으로 가장 많았고,3년제 졸업이 22명(32.8%),석사과정 3명(4.5%),석
사 2명(3.0%)으로 나타났다.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이 20
명(29.9%),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43명(64.1%),200만원 이상이 4명(6%)이
었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살펴보면,연구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제외한 임상근

무경력은 평균 3년 6개월로,1년이상 ~3년미만 23명(34.3%),3년이상 ~5년미만
20명(29.8%),5년이상 18명(26.9%),1년미만 6명(9.0%)의 순으로 나타났다.연구간
호사로서의 총 근무연한은 3년 미만자가 53명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종
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경력 또한 1년미만 30명(44.8%),1년이상 ~3년미만
26명(38.8%)으로 3년 미만자가 83.6%이었다.연구대상자 중 임상시험센터 소속의
근무자는 27명(40.3%),개인교수 소속의 근무자는 26명(38.8%)이었으며,각 진료과
소속의 근무자는 9명(13.4%),제약회사 소속의 연구간호사 파견자는 3명(4.5%),기
타에 해당하는 2명(3.0%)은 간호부 이외의 부서 소속자로 나타났는데,이들 전체
중 1명(1.5%)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직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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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67)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만)  25세이하  7(10.4) 29.4 ± 4.16 24~44세

 26세 ~ 30세이하 45(67.2)

 31세 ~ 35세이하  9(13.4)

 36세이상  6( 9.0)

결혼상태  미혼 48(71.6)

 기혼 19(28.4)

교육정도  3년제 졸업 22(32.8)

 4년제 졸업 40(59.7)

  석사과정  3( 4.5)

 석사  2( 3.0)

한달평균수입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20(29.9)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43(64.1)

 200만원이상 ~ 250만원미만  3( 4.5)

 2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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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연구대상자의 직무수행 관련 특성 1
(n=67)

특성 구분 실수(%) 평균 범위

총임상근무연한

  (연구간호사

   경력 제외)

  1년미만  6( 9.0) 3년 6개월 0개월 ~

  1년이상 ~ 3년미만 23(34.3) 10년 11개월

  3년이상 ~ 5년미만 20(29.8)

  5년이상 18(26.9)

연구간호사로서   1년미만 26(38.8) 1년 9개월 1개월 ~

총근무연한   1년이상 ~ 3년미만 27(40.3) 7년 1개월

  3년이상 ~ 5년미만 10(14.9)

  5년이상  4( 6.0)

종양임상시험   1년미만 30(44.8) 1년 6개월 1개월 ~

연구간호사로서의   1년이상 ~ 3년미만 26(38.8) 7년 1개월

근무연한   3년이상 ~ 5년미만  9(13.4)

  5년이상  2( 3.0)

소속부서   임상시험센터 27(40.3)

  개인교수 26(38.8)

  각 진료과  9(13.4)

  제약회사  3( 4.5)

  기타  2( 3.0)

고용상태   정규직  1( 1.5)

  계약직(full-time) 63(94.0)

  계약직(part-time)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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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직무수행 관련 특성 중 각 임상시험 단계의 경험유무는 복수응답으
로 확인하였는데,<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상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이 경험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2상 55명(82.1%),4상 30명(44.8%),학술연구 27명(40.3%),
1상 14명(20.9%)순이었다.또한 연구대상자가 월평균 담당하고 있는 연구 수는
평균 5.84개로,월 평균 일인당 최소 2개에서 최대 11개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담당환자 수는 신환이 평균 6.06명,진행과정 중의 환자 수 평균이 24.25명
으로 나타났다.

<표 3>연구대상자의 직무수행 관련 특성 2
(n=67)

*중복응답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각 임상시험 단계의 경험유무
*

  1상 14( 20.9)

  2상 55( 82.1)

  3상 67(100.0)

  4상 30( 44.8)

  학술연구 27( 40.3)

일인당 월평균 담당연구수 5.84 ± 2.33

월평균 담당환자수   신환 6.06 ± 12.60
(범위 : 0~90명)

  진행과정중의 환자수 24.25 ± 22.96
(범위 : 5~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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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

111...직직직무무무정정정보보보분분분석석석 (((업업업무무무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와와와 업업업무무무량량량)))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확인하고자 행정,직접
실무제공,모니터링,연구,교육 및 상담,옹호 및 조정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 업무를 기술하였다.6개 영역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은 <표 4>와
같으며,전체적으로 업무량의 평균점수보다 중요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
고,모니터링 업무 영역이 다른 업무 영역에 비해 업무량(평균 5.73점)도 가장 많
았고,중요도(평균 6.10점)도 가장 높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개 영역의 중요도와 업무량

111)))행행행정정정적적적 업업업무무무

대상자가 행정적 업무에 대해 인식하는 업무량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중요
도는 <표 5>과 같다.
행정적 업무의 세부 11개 항목에 있어서 각 직무수행에 대한 연구간호사로서

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은 모
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현재 각 항목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업무량도

분류
중요도 업무량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행정적 업무 4.92 ± 0.47 4.45 ± 0.60 

  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 5.09 ± 1.37 4.60 ± 1.66 

  모니터링 업무 6.10 ± 0.27 5.73 ± 0.41

  연구관련 업무 5.34 ± 0.79 4.69 ± 1.24

  교육 및 상담 업무 5.57 ± 0.57 4.92 ± 0.85

  옹호 및 조정 업무 5.77 ± 0.39 5.38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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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66점에서 최고 5.48점의 범주 내에 있었다.
수행업무에 대한 업무량과 중요도에 관한 평균비교결과,“임상시험관련 물품을

수령 및 보관한다”,“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의 3항목(P>.05)을 제외하고는 각 항목에서 나타
난 업무량과 중요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행정적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n=67)

  *

 P< .05   
**

 P< .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4.68±1.54 3.78±1.70  4.142
**

 2.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5.04±1.62 4.35±2.05  3.012
**

 3.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
    한다. 

5.06±1.48 4.65±1.70  2.315
*

 4.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5.52±1.40 5.39±1.69  .659

 5. IRB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다. 5.00±1.39 4.58±1.46  2.059
*

 6. 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5.03±1.55 4.80±1.63 1.136

 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수령 및 
    보관시 코드를 확인한다.

4.45±1.75 4.02±1.75  2.431
*

 8.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인한다.

4.12±1.64 3.66±1.68  2.233
*

 9. 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한다. 4.54±1.95 3.95±2.12  2.697
**

10. IRB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4.97±1.58 4.32±1.78  3.114
**

11.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5.81±1.17 5.48±1.38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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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접접접적적적인인인 실실실무무무제제제공공공 업업업무무무

대상자의 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로 기술된 13개의 세부 항목별 업무량을 살
펴보면,상처간호와 드레싱 수행이 평균 1.8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량이 6.2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업무량이 2.29점 이하인 투약을 위한 주사요법 수행
과 상처간호와 드레싱 수행,그리고 진료회진에의 참여 항목은 수행하는 업무량에
대한 인식 보다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지만,동일 분류 내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 이 세 항목의 중요도 평균은 3.28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표 6>.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등의 10개 항목(P<.05)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 시행업무와 검체 수집,검사결과를 확인․해석하고
알리는 업무 등의 3개 항목(P>.05)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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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n=67)

  * 

P< .05   
**

 P< .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잠재 피험자를 
    모집한다.

4.15±1.98 3.51±2.01  2.754
**

 2.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한다. 5.73±1.57 5.64±1.35  .715

 3.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6.17±1.07 5.88±1.20  2.679
**

 4.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4.99±1.59 4.19±1.79  4.781
**

 5.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6.04±1.14 5.72±1.33  2.317
*

 6. 검체를 수집한다. 5.64±1.29 5.43±1.27 1.318

 7.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다.

6.25±0.97 6.09±1.04 1.624

 8.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한다. 

6.53±0.82 6.22±1.04  2.640
*

 9. 투약을 위한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요법을
    수행한다. 

3.28±1.97 2.29±1.73  4.606
**

10. 상처간호와 드레싱을 수행한다. 2.85±1.82 1.82±1.21  4.426
**

11.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 참여한다. 2.70±1.90 1.90±1.39  3.963
**

12.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6.28±0.96 5.91±1.13  3.387
**

13. 연구종료 후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 5.61±1.20 5.22±1.48  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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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업업업무무무

모니터링 업무의 각 항목별 중요도와 업무량 결과<표 7>,중요도는 11개의 항
목 모두 최저 5.63점에서 최고 6.60점의 범주 안에 있었으며,업무량의 경우도 작
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의 검토에 관한 항목만을 제외하고는 평
균 5.12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7>모니터링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 n=67)

  * 

P< .05   
**

 P< .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5.63±1.44 4.89±1.80  5.166
**

 2.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6.33±0.87 6.17±1.03 1.928

 3. 피험자가 유지되도록 한다. 5.94±1.08 5.67±1.16  2.788
**

 4.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
    약을 반납한다. 

5.78±1.34 5.12±1.56  3.724
**

 5.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한다. 6.60±0.65 6.30±1.08  2.295
*

 6.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
    한다.

6.40±0.74 6.03±1.25  2.415
*

 7.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6.19±0.94 5.92±1.04  2.099
*

 8.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를 확보한다.

5.99±0.97 5.68±1.12  2.794
**

 9.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한다. 6.09±1.03 5.72±1.30  2.638
*

10.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
    기록서, 약물 불출대장,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

6.07±0.91 5.71±1.27  2.831
**

11.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구화일 및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한다.

6.16±1.13 5.85±1.68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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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세부 업무 중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 업무와 실사를 위
한 연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의 준비 업무는 중요도의 평균과 업무량의 평균 차이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나머지 9개 항목에서의 중요도 평균
과 업무량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44)))연연연구구구관관관련련련 업업업무무무

대상자의 연구관련 업무에 관한 각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우선 중요도에 있어서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하는 업무(6.45점)와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하는 업무(6.45점)
가 연구관련 업무 중 연구간호사로서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현재 해당 직무가 전체업무시간 중 차지하는 업무시간을
나타내는 업무량에 있어서도 각 업무는 평균 6.27점,6.49점을 보였다.이와 달리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하거나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
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량은 각 평균 2.55점,2.67점으로 13
개의 연구관련 업무 항목 중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특히 임상시험자료의 통계
적 분석 업무의 경우에는 중요도에 있어서도 평균 3.91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설계에 참여한다”,“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등의 11개 항목에서 나타난 중요도 평균과 업무량 평균의
차이는 모두 P<.05이거나 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이상반응 및 치
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하는 업무와 증례기록서
(CRF)의 작성을 완료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 비교 결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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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관련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 n=67)

*P<.05,**P<.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한다. 5.30±1.59 4.94±1.75  2.635
*

 2.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설계
    에 참여한다. 

4.39±1.94 3.34±1.91  5.439
**

 3.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5.65±1.28 5.32±1.31  2.609
*

 4.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 5.73±1.13 5.21±1.36  3.957
**

 5.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5.97±1.18 5.39±1.50  3.294
**

 6.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5.99±1.09 5.55±1.32  3.709
**

 7.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6.45±0.74 6.27±0.83 1.791

 8.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다른 연구간호사
    로부터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는
    다. 

5.00±1.78 4.45±2.10  3.103
**

 9.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석한다. 5.30±1.38 4.71±1.63  3.102
**

10.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한다. 3.91±2.06 2.55±1.84  5.274
**

11.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6.45±0.82 6.49±0.68 0.363

12.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4.91±1.94 4.17±2.11  3.279
**

13.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
    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한다. 

4.40±2.04 2.67±1.96  5.588
**



- 28 -

555)))교교교육육육 및및및 상상상담담담 업업업무무무

교육 및 상담의 업무에 있어서의 각 항목의 중요도는 최저 4.84점에서 최고
6.52점으로,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이는 업무량에 있어서도 11개의 업무 중 가장 높게 나타났
다.반면 피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보이는 업무(평균 3.75점)와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수술 후 상
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하는 업무(평균 3.76점)의 업무량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11개의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의 평균이 업무량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하는 업무와
필요시 전화,e-mail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하는 업무의
2개 항목에서 나타난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 비교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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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교육 및 상담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 n=67)

  * 

P< .05   
**

 P< .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6.09±1.22 5.77±1.17  2.564
*

 2.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6.52±0.78 6.00±1.17  4.749
**

 3.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6.46±0.85 5.97±1.06  4.561
**

 4. 피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방
    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5.06±1.76 3.75±2.00  5.838
**

 5.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5.40±1.65 4.74±1.63  3.367
**

 6.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

4.99±1.83 3.76±1.89  5.404
**

 7.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
    한다. 

4.84±1.81 3.88±1.80  4.431
**

 8.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5.66±1.30 5.18±1.53  3.363
**

 9.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
    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5.73±1.32 5.38±1.56 1.910

10. 임상시험 종료 후 건강증진, 재활 및 자기
    관리에 대해 상담한다. 

5.25±1.49 4.50±1.75  3.540
**

11.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5.36±1.50 5.24±1.74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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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옹옹옹호호호 및및및 조조조정정정 업업업무무무

옹호 및 조정 업무의 업무량과 중요도를 살펴보면<표 10>, 11개 항목의 업무
량은 최저 3.85점에서 최고 6.14점의 분포를 보였으며,중요도의 각 항목도 최저
4.96점에서 최고 6.42점의 범주 안에 있었다.특히 중요도에 있어서는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을 소개하고 필요시 이를 연계하는 업무 항목을 제외하
고는 모두 평균 5.45점 이상이었다.업무량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항목인 필요
한 지지자원 소개 및 연계하는 업무와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
는 경우,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의 연계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
균 5.29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각 항목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P<.01)하
거나,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
지하고,관련 부서에 연락하는 업무(P<.01)등의 8개 항목에서 나타난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반면,“잠재 피험자에게 임
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등의 업무에서 나타난
중요도와 업무량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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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옹호 및 조정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 n=67)

  * 

P< .05   
**

 P< .01

내용
평균 ± 표준편차

t
중요도 업무량

 1.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
    을 한다. 

5.45±1.42 5.33±1.63  .478

 2.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5.64±1.35 5.53±1.26  .609

 3.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
    다.

6.07±1.17 6.14±1.10  .659

 4.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
    할 수 있게 한다.

6.07±1.09 5.83±1.19  2.495
*

 5.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와 협력한다.

5.70±1.39 5.30±1.63  2.818
**

 6.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03±1.08 5.68±1.24  3.008
**

 7.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획
    을 조정한다.

6.42±0.94 6.12±1.07  2.679
**

 8.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장루관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한다.

5.46±1.41 4.53±1.81  4.657
**

 9.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
    과 협력한다. 

5.93±1.17 5.61±1.27  2.248
*

10.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5.84±1.20 5.29±1.43  3.825
**

11.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
    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다.

4.96±1.71 3.85±1.81  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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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업무량과 연구간호사
로서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 준거로서의 직무수행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
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자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실시하
였다.이 검증 과정에 전문가로 선정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1>와 같다.
전문가 집단의 연령은 평균 만 34세로 최저 27세에서 최고 44세의 범위였으며,

교육정도는 4년제 졸업(62.5%)이 가장 많았다.연구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제외한
총 임상근무연한은 평균 45.25개월(약 3년 9개월)로 3년이상 ~5년미만이 62.5%로
가장 많았다.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총 근무연한을 살펴보면,평균 49.38
개월(약 4년 1개월)로 최저 3년에서 최고 7년 2개월의 범위를 나타냈다.각 임상시
험 단계의 경험유무를 복수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2상,3상 단계의 임상시험은 전
문가 집단 모두가 경험하였고,학술연구는 75%,4상 단계는 62.5%,1상 단계는
2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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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내용타당도 검증에 관여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8)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만)  30세이하 3(37.5) 34.00±6.37 27-44세

 31세이상~35세이하 2(25.0)

 36세이상~40세이하 1(12.5)

 41세이상 2(25.0)

 교육정도  3년제 졸업 1(12.5)

 4년제 졸업 5(62.5)

   석사과정 1(12.5)

  석사 1(12.5)

 총 임상근무연한
 (연구간호사 경력 제외)

 1년미만 1(12.5) 45.25±26.69 3개월-8년

 1년이상~3년미만 1(12.5) (개월) 

 3년이상~5년미만 5(62.5)

 5년이상 1(12.5)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총 근무연한

 3년이상~4년미만 3(37.5) 49.38±15.62 3년-7년2개월

 4년이상~5년미만 4(50.0) (개월)  

 5년이상 1(12.5)

 각 임상시험 단계의 

 경험유무 (복수응답)
1상 2( 25.0)

2상 8(100.0)

3상 8(100.0)

4상 5( 62.5)

학술연구 6(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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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분류된 6개 영역내의 세부 직무항목들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
과,내용타당도(CVR)점수가 0.75이상인 57개의 세부 직무를 채택하였고,포커스
그룹 회의를 통해서 0.75미만의 세부 직무 중 4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채택하고,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내용타당도 0.75이상인 직무 중 12개의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각 분류별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통한
삭제 및 수정․보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행행행정정정적적적 업업업무무무

행정적 업무의 각 세부 직무 내용타당도 결과를 살펴보면<표 12>,11개의 항목
중 내용타당도 0.75이상인 항목은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
토한다”,“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등의 5개 항목은 채택되
었고,내용타당도 점수가 0.75미만이지만 포커스 그룹 회의를 거쳐 “IRB에 정기
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다”는 “IRB에의 정기적 중간보고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의
뢰자와 협조한다”로,“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한다”는 “연구비 정산 및 처리업무에
협조한다”로 수정․보완하여 채택되었다.이외의 내용타당도 0.75미만인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등의 4개 항목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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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행정적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0.50 - IRB승인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는 실제로 연구간호사에 의해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연구의
  뢰자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2.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0.75

3.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 

1.00

4.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
   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
   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1.00

5. IRB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
  를 한다.

0.25 - 연구의뢰자인 회사측에서 가
  지고 있는 자료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연구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업무이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IRB에의 정기적 중간보
고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와 협조한다.

6. 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0.50 - 의뢰자나 연구책임자가 해야
  할 업무이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수령 및 보관시 코드를 확인
  한다.

-0.25 - 의약품의 수령 및 보관시 코
  드관리는 임상시험관리 약사
  의 업무로서 이는 약제팀의 
  업무로 포함되어야 한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8.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
  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
  인한다.

1.00

9. 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한다. -0.50 - 이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부서
  의 행정담당자에 의해 이뤄지
  는 것이 효율적이다.
- 실제로 연구비의 계산처리는 
  회사(의뢰자)측이나 별개 행정
  파트에서 관리가능하다.
- 관련 연구비의 정산까지는 가
  능하지만, 처리까지 한다면 이
  는 과다업무이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연구비 정산 및 처리업무
에 협조한다.

10. IRB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
   한다.

0.25 - 종료보고서는 연구책임자의 
  업무이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11.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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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접접접적적적인인인 실실실무무무제제제공공공 업업업무무무

대상자의 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와 같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3개의 항목 중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
을 시행한다”,“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등의 9개 항목은 유
의도 0.05수준에서 전문가 수(N=8)에 따른 최소값인 0.75이상이므로 내용타당도
가 있어 모두 채택되었으나,그 중 “연구종료 후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는 정확
한 의미전달을 위해 “연구계획서상 제시된 임상시험 종료 후 일정시점까지 피험
자를 추적 관찰한다”로 수정․보완되었다.내용타당도 0.75미만인 4개 항목 중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 참여한다”는 항목은 포커스 그룹 회의를 통하여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서 결정된 치료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다”
로 수정․보완하여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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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잠재 피험자를 모집한다.

0.25 - 연구 외뢰자 측에서 공고를
  내고 모집하는 것이 합당하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2.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
  닝을 시행한다.

1.00

3.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1.00

4.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
  한다.

1.00

5.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1.00

6. 검체를 수집한다. 1.00

7.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
  다.

1.00

8.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한다. 

1.00

 9. 투약을 위한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요법을 수행한다.

 

-1.00 -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
  며, 담당 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을 관찰 및 관리하고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 연구과 acting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실질적인 practice는 직접간
   호제공자인 병동 및 외래간
   호사가 수행
 2) 항암제와 관련된 것에 대한 
   교육 및 monitoring만 연구
   간호사가 수행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10. 상처간호와 드레싱을 수행
   한다.

 

-1.00 - 간호파트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 상처부위 및 드레싱 상태에 
  대한 사정은 하되 직접 수행
  하지는 않는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11.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
   에 참여한다.

-0.25 - 회진참여보다는 회진시 결정
  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더 
  의미 있다. 
- 회진시 직접 참여하지 않고 
  회진이후 담당의들과 논의
  하는 경우가 많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
진에서 결정된 치료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한다.

12.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1.00

13. 연구종료 후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 

1.0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연구계획서상 제시된 임
상시험 종료 후 일정시점
까지 피험자를 추적 관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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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업무의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는 <표 1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11
개의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값 0.75이상의
CVR(contentvalidityratio)값을 나타내었다.다만,보다 정확한 의미전달 및 불필
요한 항목 삭제를 위해 4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항목은 “증례기록서 기록 및
관리,동의서와 설명서”에 관한 부분이 보완되었고,“피험자가 유지되도록 한다”
는 항목은 “피험자가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로 수정․보완하
였다.또한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반납한다”에서는 “약
국에 반납한다”로 보완되었고,“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약물 불출대장,연구자 파일,행정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에서 불필요
한 항목으로 제시된 약물 불출대장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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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모니터링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0.75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CRF)기록 및 
관리, 동의서와 설명서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
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
토한다.

2.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1.00

3. 피험자가 유지되도록 한다. 1.0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피험자가 임상시험 종료
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
한다.

4.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반납한다.

1.0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 약을 
약국에 반납한다. 

5.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
  반응을 보고한다.

1.00

6.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
  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한
  다.

1.00

7.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1.00

8.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를 확보한다.

1.00

9.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
  한다.

0.75

10.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약물 
  불출대장,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
  한다.

0.75 - 약물 불출대장 (삭제)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
한다.

11.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
  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을 준
  비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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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관관관련련련 업업업무무무

대상자의 연구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타당도 결과를 살펴보면,13개의 항목 중
11개의 항목이 내용타당도의 최소값 0.75이상을 나타냈으며,“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한다“와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한다“는 CVR값이
0.00이하로 삭제되었다<표 15>.다만,채택된 11개의 항목 중 ”문서의 신뢰성 보
증을 위해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는다“의 항목
에서는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를 삭제한 문장으로 수정되었고,”임상시험결과보
고서 작성에 참여한다“는 항목은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임상시험결과보
고서 작성 시 협조한다“로 수정되었다.



- 41 -

<표 15>연구관련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수립한다.

0.00 - 수행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개입도 거의 없다.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2.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
  서(CRF) 설계에 참여한다. 

0.75

3.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1.00

4.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
  교육에 참석한다.

1.00

5.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1.00

6.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
  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1.00

7.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
  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
  록 및 관리한다.

1.00

8.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 증례
  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
  는다. 

0.75 -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 (삭제)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
해 증례기록서와 근거문
서를 검토 받는다. 

9.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
  석한다.

1.00

10.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
   석을 한다. 

-0.50 - 통계를 하는 전문인력이 분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연구책임자의 업무에 속한다.
- CRN은 질 높은 데이터수집에
  만 몰두하고, 직접적인 통계분
  석은 전문인력이 담당하여야 
  한다.(지양되어야 할 직무)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11.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1.00

12.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0.75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시 협조한다.

13.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발표
   하는데 참여한다.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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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교교교육육육 및및및 상상상담담담 업업업무무무

교육 및 상담 업무의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는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0.50)”의 항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값 0.7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내용타당도 값이 0.75이상으로 나타난 10개 항목 중 “피

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이를 시범
보인다”는 항목에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필요한”이라고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의
미전달이 되도록 하였고,“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는 항목
은 추가적 정보제공측면에서의 자료개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임상시험 연구
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개발한다”로 수정
하였다.“임상시험 종료 후 건강증진,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상담한다”와 “필
요시 전화,e-mail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는 항목
또한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수정․보완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타당도 값이 0.50이어서 채택되지 않았던 항목은,포커스

그룹 회의를 통하여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로서,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교육 필요시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다”로 수정
되어 채택되었다.

<표 16>교육 및 상담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
  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
  명한다. 

1.00

2.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1.00

3.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
  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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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교육 및 상담 업무의 내용타당도 (계속)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4. 피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1.0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피험자에게 연구에 필요
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

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
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
인다.

5.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1.00

6.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
  우,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
  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

0.5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로
서,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교육 필
요시 이를 습득할 수 있
도록 담당 전문간호사에
게 의뢰한다. 

7.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0.75 - 스케줄에 따른 (보다 쉬운)이
  해를 돕기 위해 검사전 준비 
  및 조치 등에 대한 안내자료
  의 개발필요성은 있으나, 직접
  적 환자간호와 관련된 교육
  (ex. 수술 후 상처관리, 항암
  치료시 주의사항 등)은 1차적
  으로 암 환자 케어 코디네이
  터나 병동 간호사에게 의뢰하
  고, 추가적 정보제공측면에서
  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임상시험 연구진행의 이
해를 돕기 위한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 자
료를 개발한다.

8.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1.00

9.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
  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1.00

10. 임상시험 종료 후 건강증
  진, 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상담한다. 

1.00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임상시험 종료 후의 건강
증진, 재활 및 자기관리
에 대해 교육 및 상담한
다.

11.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0.75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을 수정해야 한다.

< < < <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임상시험진행 중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
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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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옹옹옹호호호 및및및 조조조정정정 업업업무무무

옹호 및 조정 업무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보면<표 17>,11개 항목 모두 CVR값
이 1.00으로 나타났다.다만 옹호 및 조정 업무의 분류에 속한 세부 항목들은 피
험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행정절차부분에 해당하는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는 항목은 행정적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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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옹호 및 조정 업무의 내용타당도

수정 전 CVR 전문가 의견 수정 후

1.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 

1.00

2.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
  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1.00 - 여기서는 피험자에 초점을 두
  도록 하고, 행정절차부분인 이
  문항은 행정적 업무분류로 
  이동

* 삭제 후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업무로업무로업무로업무로
  이동

3.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

1.00

4.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1.00

5.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
  와 협력한다.

1.00

6.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1.00

7.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
  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
  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
  획을 조정한다.

1.00

8.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경우(장루관
  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
  한다.

1.00

9.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1.00

10.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
  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1.00

11.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소개하
  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
  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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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 개개개발발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하여 직무의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종양임상시험 연
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을 개발하였다.이는 직무명,직무개요 및 직무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직무내용은 6개 영역의 분류 하에 61개의 세부직무로 이루
어져 있다.최종 개발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는 <표 18>와 같
다.

<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직무명직무명직무명직무명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직무개요직무개요직무개요직무개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

  으로서 행정, 직접적인 실무제공, 모니터링, 연구, 교육 및 상담, 

  옹호 및 조정 등의 직무를 통하여 피험자와 가장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지는 전문적인 간호사이다.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

 -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 IRB에의 정기적 중간보고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와 협조

   한다. 

 -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인한다.

 - 연구비 정산 및 처리업무에 협조한다.

 -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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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계속)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직접적인 직접적인 직접적인 직접적인 실무제공 실무제공 실무제공 실무제공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한다.

 -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 검체를 수집한다. 

 -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다.

 -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한다. 

 -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서 결정된 치료진행과정에 관한 내용

   을 숙지한다.

 -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 연구계획서상 제시된 임상시험 종료 후 일정시점까지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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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계속)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CRF) 기록 및 관리, 동의서와  

   설명서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

   한다.

 -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 피험자가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약국에 반납한다. 

 -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한다.

 -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한다.

 -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

   를 확보한다.

 -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한다.

 -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

 -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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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계속)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설계에 참여한다. 

 -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

 -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받는다. 

 -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석한다.

 -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시 협조한다. 

 -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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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계속)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및 및 및 및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 피험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로서,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교육 필요시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간호사에게 의뢰

   한다.

 - 임상시험 연구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개발한다. 

 -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 임상시험 종료 후의 건강증진, 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교육 및 

   상담한다. 

 - 임상시험진행 중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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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최종안 (계속)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옹호 옹호 옹호 옹호 및 및 및 및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

 -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와 협력

   한다.

 -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획을 조정한다.

 -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장루관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한다.

 -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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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직직직무무무명명명세세세서서서

111...직직직무무무수수수행행행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인인인적적적자자자격격격요요요건건건 분분분석석석

문헌과 기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연구간호사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자격요건
을 고찰한 결과,학위,임상경력,해당분야의 실무능력과 교육여부 등의 자격 및
경험이 요구되었다.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한 후,
각 항목에서의 적절한 자격요건에 대해 대상자 67명에게 조사한 결과는 <표 19>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적절한 자격기준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면허간호사가 32명(47.8%)으로 가장 높았고,학력과 무관하
게 면허간호사가 연구간호사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된다는 견해가 17명(25.3%)이었
다.기타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면허간호사가 연구간호사 연수과정까지 이수해
야 한다는 견해(4명(6.0%))가 있었다.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임상시험관련 교육유무에

대해서는 66명중 57명(86.4%)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
구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임상경험기간은 1년이상 ~3년미만
이 35명(53.0%)으로 가장 많았고,3년이상 ~5년미만이 20명(30.4%)으로 나타났다.
연구간호사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또는 기술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49명(75.4%))이었고,임상시험 관련규
정에 대한 지식과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이 각각 45명(69.2%),39
명(60.0%)로 나타났다.기타 의견으로는 영어능력,문서관리 및 작성 능력,해당
질병에 대한 지식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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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직무수행을 위한 인적자격요건
(n=67)

*중복응답

특성 구분 실수(%)

  적절한 자격기준   4년제 대학 + 면허간호사 32(47.8)

  학력무관 + CRN연수과정이수 17(25.3)

  3년제 대학 + 면허간호사 13(19.4)

  석사과정이상 + 면허간호사   1( 1.5)

  기타   4( 6.0)

  근무시작 이전    없다  57(86.4)

  임상시험관련 교육유무   있다   9(13.6) 

  

  적절한 임상경험기간   1 ~ 3년 미만 35(53.0)

  3 ~ 5년 미만 20(30.4) 

  임상경험이 없어도 무관함  5( 7.6)

  1년 미만  4( 6.1)

  5년 이상  2( 3.0)

  CRN으로서 필요한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49(75.4)

  능력 또는 기술 *

  임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 45(69.2)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 39(60.0)

  윤리적 태도 33(50.8)

  과학적 사고방식 14(21.5)

  관리 및 조직화 기술 10(15.4)

   인간애  3( 4.6)

  기타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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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명명명세세세서서서 개개개발발발

연구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인적자격요건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
하고,전문가 회의 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결과,직무명세서의 최종안은 <표
20>과 같이 학력,경력,자격,자질,능력 및 지식으로 분류하여 기술되었다.

<표 20>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명세서 최종안

항목항목항목항목 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

학력학력학력학력      학사(4년제 대학졸업)

경력경력경력경력    임상경력 1년 이상

자격자격자격자격    간호사 면허

자질자질자질자질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임상적 판단능력 

   윤리적 태도

   과학적 사고방식

   관리 및 조직화 기술

   인간애

능력능력능력능력    영어(의사소통)능력

   문서관리 및 작성 능력

지식지식지식지식    임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

   해당 질병에 관한 지식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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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직무분석은 하나의 조직에서 특정한 직무를 다른 직무와 구별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이 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인 직무
의 역할,예측된 업무수행,판단,평가,직접적 행동,보상시스템의 내용 등이 결정
된다(Willis,1993).다시 말해,직무분석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즉 직무내용
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직무조건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절차로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직무평가,조직관리,채
용․배치,교육훈련,인사고과,정원관리(Mondy& Noe,1993)등에 합리적인 기
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간호사가 어
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명명된 자료도 거의 없으며,직무가 행해지는 병원
에서 조차도 그 지위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조직구조 또한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간호사의 존재 및 역할 자체에 대한 인식 조차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간호사 보다는 임상시험에만 초점을 두거나
직무만족도만을 다룬 연구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연구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영역,구체적 수행업무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자격요건 등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간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

도를 파악하고자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세부직무들과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서울지역 4개 종합병원의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67명에게 수행업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전통적 직
무분석방법인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간호사라는 집단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조직으로 나아
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현 실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무분석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질
문지법과 관찰법은 도구개발이 어렵고 정신적인 과정이나 능력 등을 파악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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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는 단점이 있지만,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질문지가 개발되어 있기만 하다면
지금껏 계속적으로 수행된 직무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용이하며,다른 방법에 비하
여 비용이 저렴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준식․김도근,
2006).연구결과,6개의 영역 중 업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모니터링 업무
(평균 5.73점)로서,이는 Rico-Villademorosetal(2004)의 연구에서 모니터링 업무가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결과와 유사하다.다만 각 세부 업무에 대한 분류
에 있어 Rico-Villademorosetal(2004)의 연구와 본 연구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니터링 업무에서 피험자 유지,질의 해결(Query resolution),중대한 이상반응
(SAE,SeriousAdverseEvent)의 보고,임상시험모니터요원과 협력,시험자 파일의
관리 및 점검(audit)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 포함된 것은 동일하였으며,각 항목들
모두 최소 52.8%에서 최고 94.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행정적 업무에서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4개의 항목을 삭제하였는데,이

중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수령 및 보관시 코드를 확인한다”는 항목은 약
제팀의 업무로 전담되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IRB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한다”의 나머지 3개 항목은 현재 업무량의 평균이
각각 3.78점,4.80점,4.32점을 차지하였으나,내용타당도 0.75미만으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우선 각 항목이 시험자주도의 연구과
제(IIT,Investigator-initiatedTrial)와 의뢰자주도의 연구과제(SIT,Sponsor-initiated
Trial)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는 시험자 주도의 연
구와 제약회사와 같은 의뢰자 주도의 연구에 관여하게 되는데,어떤 연구에 관여
하는가에 따라 수행 업무의 비중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특히,IRB와 관련된 업
무의 경우 IIT과제라면 SIT과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또
한 현재는 많이 관여하고 있는 업무이나 향후에는 시험자나 의뢰자가 직접 수행
하고,연구간호사의 직접적인 업무로는 지양되어야 할 업무로 사료된다.
행정적 업무 중 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하는 업무는 내용타당도가 -0.50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 채택되었는데,그 이유는 예산책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임상시험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간호사가 관여함으로써 가장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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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합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확정된 연구비의 정
산이나 처리는 행정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에서 삭제된 항목 중 “투약을 위한 근육주사 및 정맥

주사 요법을 수행한다”와 ”상처간호와 드레싱을 수행한다“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연구코디네이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업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업무량의 평균
은 각각 2.29점,1.82점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이는 오히려 직접간호제공자
인 병동 및 외래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즉,
피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와 관련된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만을 수행하고,주사
와 같은 직접적인 간호실무제공업무는 임상간호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견지는 교육 및 상담 업무의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와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
발한다“는 항목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연구간호사는 피험자가 가진 건강문제에
대해 본인 스스로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하기보다는 먼저 관련 암 환자 케어코디
네이터나 전문간호사 혹은 병동간호사에게 의뢰하고 임상시험진행과정 중 필요시
보완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다만 임상시험과 관련된 교육 및
안내자료의 개발은 연구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각 항목은 ”피험
자가 수술 후 환자로서,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교육 필요시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다“,”임상시험 연구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개발한다“로 수정되었다.
연구관련 업무에 있어서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한다”는 업무는 내용

타당도 점수 -0.50으로 삭제되었는데,이 항목의 평균 업무량은 다른 업무에 비해
다소 낮았던 2.55점으로 이는 Rico-Villademorosetal(2004)의 연구에서 통계적 분
석 업무가 2.8%의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통계적 분석
업무는 질 높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간호사가 갖춰야 할 기본 지식으로 제안
될 수는 있지만,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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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밝힐 점은 직무정보수집 및 조사로 얻어진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의 결과가 다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내용타당도 검
증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되거나 삭제된 이유이다.내용타당
도에 관여한 8명의 전문가의 경우,종양임상시험에의 경력이 3년 이상일 뿐 아니
라 연구간호사가 각기 자신이 속한 병원 체계에 부합되는 합리적 조직으로 나아
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개선에 관여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로서,이들의 견해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임상시험 연구책임자,임상시험
모니터요원(Clinicalresearchassociate,CRA)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무분석의 결과 얻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행동을 일정
한 양식에 기술한 문서를 직무기술서라 한다면,반면 직무명세서는 직무수행에 필
요한 종업원의 행동,기능,능력,지식 등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장수용,2006).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명세서의 최종안을 종양임상시험 연
구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학력,경력,자력,자질,능력 및 지식 등으
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우선,연구간호사가 갖춰야 할 능력 또는 기술로는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
술이 49명(75.4%)으로 가장 높았으며,임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45명(69.2%)),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39명(60.0%)),윤리적 태도(33명(50.8%),과학
적 사고방식(14명(21.5%))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강현숙 등(2004c)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사고방식(48.1%)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그 다음으로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42.5%),풍부한 임상경험(36.5%)의 순이었다.다소 차이는 있
지만,두 연구에서 모두 연구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
담기술과 임상경험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강현숙 외(2004a)등이 의료기관에서 CRN으로써 일하는 47명을 대상으로 시행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상태는 계약직이 80.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조사대상자
중 47%가 업무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26%에서 이직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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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신주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간호사의 전체 직무만족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7점(62.5점)으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간호사 집단과 비
교한 결과,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직업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간호사
인력의 잦은 이동이 초래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보수
가 적은데 있었다.또한 강현숙 외(2004a)의 연구에서 연구간호사로서의 희망사항
은 연구간호사 제도의 확립,보수나 지위 등의 처우 개선,정규직화,체계적인 교
육과정의 수립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이 중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도는 본 연구 결
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현재 67명 중 1명만이 정규직이었지만 적절한 고용상태에
관한 의견으로는 65명(97%)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간호사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정도는 학사(4년제 졸

업)이상이었던 반면,강현숙 등(2004c)의 연구에서는 석사이상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근본적으로는 연구간호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과정이 요구되어지는가를
고민해 볼 때,단순히 교육정도 뿐 아니라 임상시험에서의 연구간호사의 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이를 위하여 대학 학부과정부터 연구간호
사 영역에 대한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이지만,현실적인 여건상 단기간 내에 이루
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우선은 연구간호사 연수 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을 필
수과정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간호학 학제 안에
편재되어 또 다른 전문 간호영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화는 연구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안정적인

인력관리 및 직무조건 등의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데,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전에는 연구코디네이터가 매우 드물었으나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매년 연구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약리학협회(ACP,
theAssociatesofClinicalPharmacology)에서 1992년 처음으로 자격시험을 시행
하여 약 850여명의 연구코디네이터에게 자격을 수여했다.이러한 자격(CCRC,
certifiedclinicalresearchcoordinator)의 부여는 임금을 20% 상승시키게 되었고,
연구코디네이터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Stephens
& Papke,1995)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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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27명(40.3%)가 임상시험센터 소속으로 나타났고,26명
(38.8%)이 개인교수 소속으로 나타났지만,적절한 소속부서로서 51명(77.3%)이 임
상시험센터소속을 제안하였는데,여기서 임상시험센터 소속으로 나타난 40.3%에
대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실질적으로 한 병원의 시스템상 소속은 임상시험
센터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교수 소속으로 관련 연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할 때 의미했던 임상시험센터소속이라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간호부 소속은 없었으나,적절한 소속부서로서
8명(12.1%)이 간호부 소속을 제안하였다.이에 대해,전문가 회의 과정에서는 간호
부 소속이 되는 경우,우선적으로 기존 임상간호사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연구간호사로서는 간호부 정책에 따른 순환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고,관련 교육
이나 행정적 측면에서도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인적관리 및 교육적 측
면에서 볼 때 임상시험센터 소속으로 편입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또한
현재는 임상시험센터에 종양임상연구 뿐 아니라 다른 과의 임상연구도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경우는 암센터 직속으로 편입되어
지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더 나아가,현재 연구간호사는 약사,임상병리사 또는 의료지식을 갖춘 진료보

조자와 같이 연구코디네이터 인력 중 한 사람으로 편입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
연구간호사는 연구코디네이터의 다른 인력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문영역을 가진
인력이다.따라서 현재 연구코디네이터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연구간호사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연구코디네이터의 업무와 연구간호사의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연구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구성하
고,전문화되도록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직무분석은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
정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정
보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는 과정(신현택 & 박상언,1995)으로,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에 합리적인 기
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즉,본 연구에서는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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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세부직무를 기술해내고,관련 직무수행을
위해 연구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적자격요건을 확인함으로써,다른 간호영역과 구
별되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국내에서 처음으
로 개발하였고,인사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또
한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행해
지고 있는 부적절한 직무와,반대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직무를 확인함으로써 앞
으로의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수행 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영되도록
하였고,더 나아가 향후 연구간호사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
하는 직무의 성격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직무분석에 의해 특정 직무의 개념이
정해졌을 경우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직무분석에 의한 직무기술서는 대개 조직
내 개인들에게 직무가 가지는 업무만을 상기시켜 미시적 업무에만 집착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김영형,2003).특히,점차 직무영역이 확장되어가고,급변해가는 임상
시험영역에서 관련 인력들 간의 조정 및 협력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연
구간호사의 직무는,그 직무의 유동성과 다변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약에 많은 영
향을 받을 수 있다.즉,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개
별 조직에 합치하는 직무기술서와 명세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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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진행은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직무조사분석단계 및 직무확정단계의 3단계

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본 연구를 위하여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67명의 종
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를 임의표출하여,직무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및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직무에 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
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중간관리자인 8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
을 거쳐,기술된 직무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위해 개발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연구간호사 중 임의표출 된 67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이를 통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세부 직무별 업무량과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2.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전문가 타당도 점수가 0.75이상인 57개의 세부 직무를 채택하였고,집단 회의
과정을 통해서는 0.75미만의 세부 직무 중 4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채택
하고,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내용타당도 0.75이상인 직무 중 12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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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보완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는 <행정적 업무>,<직
접적인 실무제공 업무>,<모니터링 업무>,<연구관련 업무>,<교육 및 상담 업
무>,<옹호 및 조정 업무>의 6개 영역 하에 총 61개의 세부 업무가 기술되었다.

3.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하여,문헌고찰을 바탕
으로 작성된 문항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집단 회의 과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기술하였다.직무명세서의 각 항목은 학력,경력,자격,자질,
능력 및 지식으로 분류되었고,세부 인적자격요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를 통하여 종양임상시험 연구간
호사의 직무범위 및 인적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종양임상시험 연구간
호사의 역할이 좀 더 확고한 전문 간호영역으로 개발되고,임상시험 과정에서 보
다 질 높은 직무수행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
속적인 역할 규명과 수행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인적․물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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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각 병원 및 연구분야 특성
에 맞게 수정하여,직무평가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다른 임상
시험 연구간호사,암 전문 병동의 일반간호사 역할과의 비교분석 연구를 제
언한다.

3.종양임상시험에서의 연구코디네이터의 업무와 연구간호사의 업무를 분류하
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간호사를 제외한 연구코디네이터의 직무수행과 연
구간호사의 직무수행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연구간호사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문 간호영역으로 개발해
나아가기 위해 직무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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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부부록록록 1 1 1 1 > > > > 직직직무무무기기기술술술서서서와와와 직직직무무무명명명세세세서서서

    직무명직무명직무명직무명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 작성일작성일작성일작성일  

직 직 직 직 군군군군 직 직 직 직 렬렬렬렬 직 직 직 직 종종종종

직무개요직무개요직무개요직무개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직접적인 실무제공, 모니터링, 연구, 교육 및 상담, 옹호 및 조정 등의 

 직무를 통하여 피험자와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지는 전문적인 

 간호사이다.

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행정적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

 -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 IRB에의 정기적 중간보고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와 협조한다. 

 -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인한다.

 - 연구비 정산 및 처리업무에 협조한다.

 -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 < < < 직접적인 직접적인 직접적인 직접적인 실무제공 실무제공 실무제공 실무제공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한다.

 -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 검체를 수집한다. 

 -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다.

 -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

   한다. 

 -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서 결정된 치료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한다.

 -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 연구계획서상 제시된 임상시험 종료 후 일정시점까지 피험자를 추적 관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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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CRF) 기록 및 관리, 동의서와 설명서

   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 피험자가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약국에 반납한다. 

 -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한다.

 -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한다.

 -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를 확보

   한다.

 -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한다.

 -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

 -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을 준비한다.

< < < <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설계에 참여한다. 

 -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

 -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

   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는다. 

 -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석한다.

 -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시 협조한다. 

 -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한다. 

< < < <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및 및 및 및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 피험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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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직무내용

< < < <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및 및 및 및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 > - - - - 계속계속계속계속

 -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로서,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교육 

   필요시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다.

 - 임상시험 연구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개발한다. 

 -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 임상시험 종료 후의 건강증진, 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교육 및 상담한다. 

 - 임상시험진행 중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 < < < 옹호 옹호 옹호 옹호 및 및 및 및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

 -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와 협력한다.

 -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획을 조정한다.

 -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장루관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한다.

 -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다.

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

요건요건요건요건

학력학력학력학력   학사(4년제 대학졸업)

자질자질자질자질

 ․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

   기술

 ․ 임상적 판단능력

 ․ 윤리적 태도

 ․ 과학적 사고방식

 ․ 관리 및 조직화 기술

 ․ 인간애

경력경력경력경력   임상경력 1년 이상

자격자격자격자격   간호사 면허

필요필요필요필요

지식지식지식지식

 ․ 임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

 ․ 해당 질병에 관한 지식

 ․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능력능력능력능력
 ․ 영어(의사소통)능력

 ․ 문서관리 및 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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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부부록록록 2 2 2 2 > > > > 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자자자료료료조조조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윤선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암 관련 임상시험에서 연구코디네이터로서 관여하고 있는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술서와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 15분정도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만이 볼 수 있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

하께서는 설문참여에 거절하셔도 되며, 설문에 응하신 이후라도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여 주시고, 만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귀한 의견은 암센터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시금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2007년  11월

                                                                      연구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황 윤 선 올림

                                                                      연락처 : 000-0000-0000



- 73 -

ⅠⅠⅠⅠ.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만          세 

  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학  력         ① 전문대학 졸업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5.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⑦ 3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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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암센터 암센터 암센터 암센터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수행하리라 수행하리라 수행하리라 수행하리라 예상되는 예상되는 예상되는 예상되는 세부직무들을 세부직무들을 세부직무들을 세부직무들을 나열한 나열한 나열한 나열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각 각 각 각 항목들에 항목들에 항목들에 항목들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직무수행에 직무수행에 직무수행에 직무수행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 ( ( (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전체업무시간 중 해당 직무가 차지하는 업무시간 ))))과과과과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 ( ( ( 각각의 직무수행이 연구간호사로서의 능력/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도.

                    단,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임. ))))

                를 를 를 를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칸에 칸에 칸에 칸에 √√√√    표시해주시고표시해주시고표시해주시고표시해주시고, , , , 이밖에 이밖에 이밖에 이밖에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근무지에서 근무지에서 근무지에서 근무지에서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연구간호사가 수행하는 수행하는 수행하는 수행하는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업무가 업무가 업무가 업무가 있으시면 있으시면 있으시면 있으시면 기술해 기술해 기술해 기술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행정적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2.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3.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 

  4.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5. IRB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다.

  6. 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수령 및 보관 시 코드를 확인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8.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인한다.

  9. 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한다.

 10. IRB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11.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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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직접 

실무

제공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잠재 피험자를 모집한다. 

  2.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한다.

  3.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4.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5.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6. 검체를 수집한다. 

  7.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다.

  8.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한다. 

  9. 투약을 위한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요법을 수행한다.

 10. 상처간호와 드레싱을 수행한다.

 11.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 참여한다.

 12.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13. 연구종료 후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 

기타



- 76 -

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모니

터링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2.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3. 피험자가 유지되도록 한다. 

  4.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반납한다. 

  5.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한다.

  6.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한다.

  7.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8.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를 

     확보한다.

  9.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약물 불출대장,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

 11.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을 준비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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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연구

관련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한다.

  2.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설계에 참여한다.

  3.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4.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

  5.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6.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7.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8.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는다.

  9.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석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한다.

 11.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12.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13.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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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교육 

및 

상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2.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3.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4. 피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5.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6.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

  7.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8.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9.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임상시험 종료 후 건강증진, 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상담한다. 

 11.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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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업무량업무량업무량업무량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매우                        매우
     ◀                    ▶ 
 낮음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옹호

및 

조정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 

  2.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3.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

임상시험 

실시단계

  4.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5.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와 

     협력한다.

  6.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획을 조정한다.

  8.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장루관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한다.

  9.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10.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임상시험 

종료단계

 11.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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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암센터 암센터 암센터 암센터 연구간호사로서의 연구간호사로서의 연구간호사로서의 연구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과 직무수행과 직무수행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기입  기입  기입  기입          및  및  및  및              √√√√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6. 총 임상근무연한 (연구간호사로서의 근무 제외)                  년         개월

  7. 임상시험/연구의 연구간호사로서의 총총총총 근무연한                 년         개월

  8. 암센터 연구간호사로서의 근무연한                             년         개월

  9. 현재까지 담당한 임상시험의 단계는? (모두모두모두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1상           ② 2상           ③ 3상           ④ 4상           ⑤ 학술연구      

  10. 귀하는 현재 연구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① 간호부 소속                                        ② 간호부 이외의 부서 소속(예：교육연구부, 행정부 등)          

      ③ 각 진료과 소속(예 : 종양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④ 개인교수 소속                       

          ⑤ 임상시험센터 소속                                  ⑥ 기타 (                                              )



- 81 -

  11. 현재 귀하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정규직               ② 계약직(full-time)               ③ 계약직(part-time)        

  12.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담당 연구과제수를 적어주십시오.(2007년 10월 기준)  

  13. 귀하가 월(1개월) 평균 담당하는 환자수(신환 과 진행 과정 중에 있는 환자수)를 적어주십시오.  

  

제약회사

의뢰 과제

연구자 

개인 과제
기 타

혼자서 담당하는 

과제수
        개         개         개

다른 연구간호사와 

함께 담당하는 과제수
        개         개         개

신 환         명 진행과정중의 환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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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구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가장가장가장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격기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3년제 대학 + 면허간호사                     ② 4년제 대학 + 면허간호사       

      ③ 석사과정 이상 + 면허간호사                  ④ 학력에 상관없이 연구간호사 연수과정 이수          

      ⑤ 기타(                                            )

  15. 연구간호사의 고용상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계약직(시간제)                ③ 잘 모르겠다       

  16. 병원에 근무하는 연구간호사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는 것이 가장가장가장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간호부 소속                                        ② 간호부 이외의 부서 소속(예：교육연구부, 행정부 등)          

      ③ 각 진료과 소속(예 : 종양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④ 개인교수 소속                       

          ⑤ 임상시험센터 소속                                  ⑥ 기타 (                                              )

  17. 연구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임상경험의 기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임상경험이 없어도 무관함                  ② 1년 미만          

      ③ 1 ~ 3년 미만                               ④ 3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83 -

  18. 귀하는 연구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임상시험/연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연구간호사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 또는 기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333개만개만개만개만 표기해주십시오.

      ①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                 ② 인간애          

      ③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④ 윤리적 태도       

      ⑤ 관리 및 조직화 기술                              ⑥ 과학적 사고방식         

      ⑦ 임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                       ⑧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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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부부록록록 3 3 3 3 > > > >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윤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는 행정적 업무, 직접실무제공, 모니터링업무, 연구관련 업무, 교육 및 상담, 옹호 및 

조정의 분류 하에 각 진행단계별 세부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타당한 타당한 타당한 타당한 정도에 정도에 정도에 정도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 , ,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에 에 에 에 표기하신 표기하신 표기하신 표기하신 분분분분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 않은 않은 않은 이유이유이유이유나 대안대안대안대안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또한 열거된 직무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추가추가추가’’’’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귀한 의견은 암센터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시금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1월

                                                                      연구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황 윤 선 올림

                                                                      연락처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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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행정적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IRB에 임상시험 개시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1 2 3 4

  2. 예산산정을 위한 항목 및 소요비용을 사전 검토한다. 1 2 3 4

  3.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인한다. 1 2 3 4

  4. 임상시험관련 물품(시험자 자료집, 증례기록서, 문서관리를 

     위한 연구화일 및 기타 물품 등)을 수령 및 보관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5. IRB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다. 1 2 3 4

  6. 임상시험과정의 계획 변경시 IRB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2 3 4

  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수령 및 보관 시 코드를 확인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8. 사용되지 않은 연구관련 물품의 반납 및 처분에 대해 확인한다. 1 2 3 4

  9. 연구비를 정산 및 처리한다. 1 2 3 4

 10. IRB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1 2 3 4

 11. 관련문서를 관리 및 보관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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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직접 

실무

제공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잠재 피험자를 모집한다. 1 2 3 4

  2. 잠재 피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한다. 1 2 3 4

  3. 피험자를 등록하고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4. 피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1 2 3 4

  5. 피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증상을 사정한다. 1 2 3 4

  6. 검체를 수집한다. 1 2 3 4

  7. 검사결과를 확인 ․ 해석하고, 담당 의사와 피험자에게 알린다. 1 2 3 4

  8. 임상시험약의 투약용량 및 방법 등의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오류를 방지한다. 
1 2 3 4

  9. 투약을 위한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요법을 수행한다. 1 2 3 4

 10. 상처간호와 드레싱을 수행한다. 1 2 3 4

 11. 피험자가 입원 시 진료회진에 참여한다. 1 2 3 4

 12. 피험자 및 가족과 신뢰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13. 연구종료 후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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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모니

터링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2. 원활한 임상시험진행을 위한 일정관리를 한다. 1 2 3 4

  3. 피험자가 유지되도록 한다. 1 2 3 4

  4. 피험자의 투약여부 확인 후 남은 임상시험약을 반납한다. 1 2 3 4

  5.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한다. 1 2 3 4

  6. 점검(audit)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모니터요원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한다.
1 2 3 4

  7.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협력한다. 1 2 3 4

  8. 지속적인 질의(Query resolutions) 과정을 통해 

     높은 질의 자료를 확보한다.
1 2 3 4

  9. 시험자 파일을 검토 및 관리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모니터요원의 종료 방문 시 요구되는 증례기록서, 약물 불출

     대장, 연구자 파일, 행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 및 검토한다.
1 2 3 4

 11. 실사(inspection)를 위한 연구화일 및 근거자료 등을 준비

     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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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연구

관련  

업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한다. 1 2 3 4

  2. 임상시험계획서 및 증례기록서(CRF) 설계에 참여한다. 1 2 3 4

  3. 스크리닝 기간에 조사되어진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1 2 3 4

  4. 임상시험인력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한다. 1 2 3 4

  5. 연구개시모임에 참석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6. 시험자/연구자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모든 연구와 수행을 검토한다. 
1 2 3 4

  7. 이상반응 및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관리한다.
1 2 3 4

  8. 문서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다른 연구간호사로부터 증례

     기록서와 근거문서를 검토 받는다.
1 2 3 4

  9. 연수교육 및 관련 학회에 참석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임상시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한다. 1 2 3 4

 11. 증례기록서(CRF)의 작성을 완료한다. 1 2 3 4

 12.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1 2 3 4

 13. 연구결과물을 구두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발표하는데

     참여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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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교육 

및 

상담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일정표를 참고로 하여 스크리닝 항목을 확인하고 금식 등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2. 피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1 2 3 4

  3.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1 2 3 4

  4. 피험자에게 필요한 특수장비 및 기기(히크만 카테터, O2, 인조

     유방 등)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범 보인다.
1 2 3 4

  5. 치료과정에서의 영양 및 식이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1 2 3 4

  6. 피험자가 수술 후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상처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해 교육한다.
1 2 3 4

  7. 피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1 2 3 4

  8. 피험자 및 가족이 질병 및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과정,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담한다.
1 2 3 4

  9. 피험자와 가족이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경청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10. 임상시험 종료 후 건강증진, 재활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상담

     한다. 
1 2 3 4

 11. 필요시 전화, e-m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험자 및 

     가족과 상담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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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진행

단계별

분류

내용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하다하다하다하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유이유이유이유

옹호

및 

조정

임상시험 

실시 전 

단계

  1. 잠재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다. 1 2 3 4

  2. 확인된 필요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조 절차를 조정한다. 1 2 3 4

  3. 잠재 피험자의 서면동의 취득과정에 참여한다. 1 2 3 4

임상시험 

실시단계

  4. 앞으로의 임상시험과정,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1 2 3 4

  5. 피험자가 입원 시, 피험자의 치료과정을 위해 병동간호사와 

     협력한다.
1 2 3 4

  6. 임상시험 과정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7. 임상시험의 치료에 따른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 계획을 조정한다.

1 2 3 4

  8. 치료요법으로 인해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장루관리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와 연계한다.
1 2 3 4

  9. 피험자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 및 직원과 협력한다. 1 2 3 4

 10.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1 2 3 4

임상시험 

종료단계

 11. 피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지지모임, 호스피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한다.

1 2 3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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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연  령          만          세 

  

   2. 학  력         ① 전문대학 졸업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3. 총 임상근무연한 (연구간호사로서의 근무 제외)                       년         개월

   4.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로서의 근무연한                             년         개월

   5. 현재까지 담당한 임상시험의 단계는? (모두모두모두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1상            ② 2상            ③ 3상            ④ 4상            ⑤ 학술연구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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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JJooobbb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CCCllliiinnniiicccaaalllRRReeessseeeaaarrrccchhhNNNuuurrrssseee
iiinnnOOOnnncccooolllooogggyyy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

Hwang,YounS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research using job analysis method to
develop job description and job specification forclinicalresearch nurse in
oncologydepartment.Studyprocessconsistedof3majorsteps,whichincluded
survey tooldevelopment,job analysis,and job confirmation stage.Subjects
were 67 clinical research nurses who had been working at oncology
departmentinfourgeneralhospitalsinSeoul.Datawerecollectedusing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Nov.6th,2007 to Nov.9th,2007.Job
description and job specification were developed after obtaining contents
validity through expertpanelwhich wasorganized with 8clinicalresearch
nurseswhoexperiencedmorethan3yearsandwereinmanagerialposition.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Detailed taskswere selected through expertpanel.Processeswere as
follows;first57tasksofwhichCVR(contentvalidityratio)wasgreaterthan
0.75wereincludedand4tasksamongthetasksofwhichCVRwaslessthan
0.75weremodified and included through group meeting.Forclarifying the
meaning,12tasksamongthosetasksofwhichCVRwasgreaterthan0.75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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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includedinthetasklistweremodified.Therefore,61subtaskswere
describedunderthe6maintaskdomainswhichareadministrativetask,direct
practicetask,monitoringtask,research-related task,educationand counseling
task,andadvocatingandcoordinatingtask.

2.To develop job specification forclinicalresearch nurses,questionnaires
weredevelopedbasedonliteraturereview andfinalversionwasmodifiedand
correctedthroughgroupmeetings.Itemsinjobspecificationwerecategorized
according to education level,experience,qualification,quality,capacity and
knowledge.EducationlevelwasgraterthanB.A degree,clinicalexperiencewas
greaterthan1year,qualificationwashavingnursingdiploma,qualitieswere
having communication and counseling skill,clinicaldecision making ability,
and ethicalattitude,capacitywasconsisted ofEnglish abilityand abilityof
documentationandmanagementofdocumentandrequiredknowledgewason
clinicalresearchregulation,relateddiseases,andnursingprocess.

Jobdescription and jobspecification which weredeveloped in thisstudy
includedtaskextent,detailedtasksandrequirementsandtheywereexpected
tocontributetoelucidatingtheroleofclinicalresearch nursesand research
personnelmanagement.Andtheymaybemodifiedaccordingtoorganization's
purposeandcharacteristicsandusedforevaluatingtheperformanceofclinical
researchnurses.Moreover,theyarealsoexpectedtoservenursingtoextend
the scope ofnursing professionals into the field ofclinicalresearch and
expectedtobeused asafundamentaldataforpolicymakingfornursesto
involveinclinicalresearchfieldasqualifiedpersonnel.

Keywords:ClinicalResearchNurse,Jobanalysis,Jobdescription,
Job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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