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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

본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

사 선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전체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 132명 중 연락이 가능

한 대상자 110명 전수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기독간호사 선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8년 9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프

로그램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만) 평균 39.4세( ± 9.38 )로 최소 25세에서 최고 

70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30 ~ 39세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

자가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에서 기혼은 33명(55.9%), 미혼은 26명(44.1%)이었으

며, 대상자의 18%에서 간호학과 신학을 모두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태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3명(21.7%),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공동생활

을 하는 대상자는 45명(75.0%)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38명(6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아프리카 9명(15%), 중동지역 4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남미가 1명(1.7%)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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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은 평균 7년 3개월( ± 

9.2)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7년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선교사 경력은 평

균 5년 9개월로( ± 5.4) 나타났다. 주근무기관은 병원이나 클리닉 등 임상현장

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23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16명(26.7%), NGO에서 활동하는 대상자는 7명(11.7%), 그리

고 교회 등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15명(25.0%)명으로 나타났다. 근

무형태에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자는 14명(23.4%), 팀으로 활동하는 대

상자는 46명(76.6%)이었다. 

3. 연구 대상자 60명 중 ‘임상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9(49%)명,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44(73%)명, ‘학교교육 관련 직

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38(63%)명, 그리고 ‘전도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

는 51명(85%)이었다. 4가지 직무 영역 중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직무영역은 ‘지역사회 간호 관련 직무’

였으며, 중요도는 ‘학교교육 관련 직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을 전공한 대

상자에서 간호학과 함께 신학이나 기타 학문을 모두 전공한 대상자보다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p < .05), 결혼한 대상자

에서 미혼의 대상자보다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

났다(p < .05). 생활 형태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대상자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하

는 대상자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p < .01)과 ‘전도관련 직

무’의 중요도(p < .05)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에 따라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5.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선교사 경

력에 따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도와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파견전 간호사 경력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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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대상자에서 10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

도와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p < .05), 간호사 선교사 

경력 5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5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근무기관에 따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구를 통해 조사된 직무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직무 영역 제시함으로써 역할 정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핵심 되는 말 :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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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2008년 “Our Health, 

Our Future"를 세계보건을 위한 슬로건으로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개선

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의 의료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OECD, 

2007)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설치하여 세계 각국과의 보건의료 기

술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보건사업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 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정부부처 뿐 아니라 

종교기관이나 민간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서도 각국에 대한 

보건의료협력과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남은우 등, 2008).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의료인의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에 부응하여 활동 중인 의료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차건강관리에 있어 간호사가 주역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 2008). 

KOICA에서는 각 국가별, 지역별 보건의료실태를 고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

비스 확대,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 등 UN의 개

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지원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계 각국으로 간호사를 파견하여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

관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하거나, 병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간호를 제공

하거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보건

의료 분야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OIC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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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 KWMA)의 조

사에 의하면 비정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 의료 선교사의 수는 1997년 9월 102명에서 2007년 현재 31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간호사 선교사는 2007년 132명

으로 전체 42%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

로서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임상관련 간호업무

를 수행하거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육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비간호분야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문서 관

련 업무를 하거나 신학이나 언어를 교육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이원

희 등, 2006). 

이와 같이 KOICA, 비정부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통해 파견되어 국제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나 선교사의 형태로 보건의료 관련 활동이나 교육 또는 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들이 많

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기 지역사회 간호가 외국의 간호사 선교사의 지도력에 

의해 지역사회 보건이 향상되고 조직적인 간호사업으로 정착(김모임 등, 2006)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간호활동은 대상 국가의 지역사회 보건과 간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

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활동

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 각 직무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 기술,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파견요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라는 전문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

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를 확인 및 분석하여, 직무

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간호사 선교사의 역할 정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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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지역사회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역할 정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선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2) 간호사 선교사가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업무량과 중요도를 분석한다.  

3) 간호사 선교사의 특성별 직무활동의 업무량 및 중요도를 분석한다.

C. 용어정의 

1. 지역사회 간호사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 2008)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PHN; Public Health 

Nurse)는 "공중보건과 간호 분야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준비된 간호사(Registered 

Nurse)"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과정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의 

건강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Laffrey, 1986),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이다(김모임, 

2006).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독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1)이다. 

1) 간호사 선교사는 간호사로서 기술과 전문성을 소유하고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국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최우선을 두며 간호를 통하여 선교지역

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과 성숙을 도모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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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이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

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식,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

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하는 기술적인 수단방법이다(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본 연구에서 직무분석은 직무의 영역을 구분하고 직무영역별로 수행되는 세부

직무활동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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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직무

1. 지역사회 간호

Ruth Freeman(1970)은 지역사회 간호를 “공중보건과 함께 간호에서 제개념과 기술

을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하였고,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86)에서는 “인구의 건강증진과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공중보건사업과 간호사업의 통

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 Americal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8)에서는 지역사회 간호를 “간호학, 사회학 및 공중보건학의 지식을 이

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간호실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Nightingale(1860)은 적정수준의 건강에 이르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간호사업이 필요

함을 역설했고, Lillian Wald는 지역사회 간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개발을 지

역사회 간호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는 간호의 주요 영역

이고 동시에 공중보건의 주요 요소이며 기본건강 사업의 주요 부분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간호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중요한 전문영역으로 간호와 공중보

건에서 파생된 제개념과 기술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활동으로 지역사

회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정

의하였다(김모임 등, 2006).

2.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1)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지역사회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집단 및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모든 수준을 

위해 질환관리 및 간호, 질병/질환/상해(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의  광범위한 책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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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Anderson & McFarlane, 1996).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하

다. 

캐나다 공중보건협회(CPH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7)는 지역사

회 간호사의 역할을 (1) 자문(consultant), (2)  교육자(educator), (3) 지역사회 개발자

(community developer), (4) 촉진자(facilitator), (5) 대변자(advocator), (6) 사회마켓경

영자(social marketer), 그리고 (7) 정책형성자(policy formation) 7가지 역할로 정리하였

다. 

Freeman & Heinrich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학교, 사교모임 그리고 거리 한 모퉁이

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간호대상을 발굴하는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요구를 사정(진단)하고 건강요

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분

야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partnership),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coordinator)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Smillic(1992)은 일차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은 (1) 힘 돋우는 자(empowerer), 

(2) 촉매자(catalyst), (3) 평가자(evaluator), (4) 연구자(researcher), (5) 대변자

(advocator), (6) 의뢰자(refer agent), (7) 연계자(liaison) 그리고 (8) 지역사회 자문

(consultant  in community-based settings)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지역사회 간호실무 환경에 따라 역할의 비중

이 달라지며, 또한 건강관리체계의 수준에 따라서도 역할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모임 등, 2006).

2) 지역사회 간호사의 기능

세계보건기구 간호업무전문위원회(WHO expert committee on nursing practice)

에서 분류한 간호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P. Benner가 개발하고 K. Brykenzski가 지역사

회 간호현장 간호사를 통해 검증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김모임 등, 

2006).

기능 1. 건강과 질병상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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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질병상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는 간호 대상인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정(assessing), 감시(monitoring), 조정

(coordinating) 및 관리(managing)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집

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급․만성 질환을 조사 발견하며, 조사 내용을 

해석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적절한 치료를 의뢰하고 감시한다.

기능 2.  건강사업의 질 감시와 보장

건강사업의 질 감시와 보장 기능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으

로, 자체감시(self-monitoring)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자문을 구하느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자율적인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

문인이라는 점을 보증해야 하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간호사, 간호사 및 의

사가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 3. 조직의  업무에 따른 역할 집행

이 기능은 관리기능으로서 지역사회간호사로서 업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고 건강관리체계를 관리하는 활동과 관계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의 대상인 개

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다양한 요구를 적정시

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또한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 진료실, 병원, 

가정간호사업소, 학교 그리고 산업장 등 다양한 조직에서 타분야와 연관을 가지고 업무

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사는 전략적 수준에서 보건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야 하며, 지역사회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및 재원분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4. 돕기

돕는 기능은 개인, 가족이 자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치료 및 간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계획수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지역사회 

간호사는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위를 제공하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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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기능 5. 교육-코치

교육과 코치의 기능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지역사회 대상자가 스

스로 자가건강관리 및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말한다. 지

역사회 간호사가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질병 이해 정도와 준비성을 파악해야 한다.

기능 6. 급격히 변하는 상황의 효율적 관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일상의 일반적 상황 관리는 물론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대상자보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의 

적정 분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 최

근에는 전염병 문제 관리를 위한 간호인력의 응급배치를 필요로 한다.

B. 기독 간호사 선교사의 역할과 직무

1. 한국 초기 내한 외국인 기독 의료선교사의 활동

초기 내한 기독선교는 간접선교의 형태로 펼쳐졌으며 특히 의료선교는 한국교

회의 형성과 발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선교의 형성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손영규, 2008). 의료선교사 알렌(Dr. Horace N. Allen 1858-1932)은 1884년 

한국선교의 첫 문을 열었으며, 1885년 광혜원을 세우면서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했

다. ‘제중원의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내한 언더우드 목사(Rev. 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언더우스 목사의 부인 여의사 릴

리어스 언더우드(Dr. Lillias S. Underwood 1851-1922)가 의료선교 활동에 동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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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의료선교사 올리버 에비슨(Dr. O. R. Avison 1860-1956)은 

루이스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움으로서 의료선교와 기독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손영규, 2008). 

한국으로 온 의료선교사들의 활동은 첫째 의료사역(의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

랑을 전하는 봉사사역)으로서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사역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고정 또는 순회 진료소 및 병원의 개설과 운영으로 환자 진료, (2) 

동역 직원과 후학을 위한 의학교육 실시, 연구 및 의학서적 편찬, (3) 지역사회 보

건위생 증진사업, 의료사회사업, 특수질환 진료와 같은 특수의료사업실시 등이다. 

둘째는 선교사역으로서 예배, 성경공부 그리고 전도사역이었다. 주요 내용은 (1) 

성경공부반 운영, 기도회 주관, 예배인도 및 순회 전도여행, (2) 문서선교 시행, 기

독교문화 보급과 교회설립에 참여, (3) 각종 선교모임 참가 및 선교를 위한 제반 

행정처리, 그리고 (4) 기타 생계와 진료소 또는 병원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모금활

동 등을 행하였다.

의료와 선교(2008)의 보고에 따르면 1884년에서 1994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구

체적인 활동이 밝혀진 내한 외국인 선교사는 총 1,061명이다. 중복을 포함한 통계

로는 1,094명으로, 교육선교사 305명, 목사선교사 302명, 의료선교사 263명, 그리고 

기타 일반선교사는 224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 중 의료선교사는 의사 134명, 

의사 겸 목사 9명, 치과의사 7명, 간호사 76명, 기타 의료관련 선교사가 37명이다. 

전체선교사에 대한 의료선교사의 비율은 24.7%이며, 의료선교사 중 간호사 선교사

의 비율은 29%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선교는 간접선교 형태로 한국교회설립 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료인을 포함하여 많은 의료선교사가 참

여하였으며 이 중 49.1%에 이르는 선교사가 15년 이상 우리나라에 헌신하였다. 특

히 의료선교사들은 전문 의료분야 훈련을 잘 받은 자들로서 이들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배출된 인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손영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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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기독 간호사 선교사의 역할과 직무

우리나라 기독 간호사 선교사가 선교지 국가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호와 선교의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내한 외국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활동과 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교회설립, 의료 및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역할(손영규, 2008)을 수

행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간호사 선교사들은 전문 간호사로서 

간호, 교육 및 전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선교는 의료선교와 동행하는 

의료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전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전

문 간호활동은 전도활동과 마찬가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선교사는 간호라는 전문성을 소유하고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선

교현장인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최우선을 두며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선교지 지역사회 및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과 성숙을 도모하는 전문인 선교사2)이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도와 교육 그리고 간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라고 할 수 있

다.

2) 미국전문인선교협의회(1994)에서는 “전문인 선교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소유하고 타문화

권에 접근하여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최우선을 두며, 가능한 곳에

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였으며, 박성호(1998)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정통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란 의미이며, 단어의 뜻 그대로 타문

화권에서 자신의 기술이나 자격을 십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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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무분석

1.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들을 정의해 놓은 

것으로(Cascio, 1998), 어떤 특정 직무의 본질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정연앙, 1996). 또한 특정 직

무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및 그 직무를 완수하

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지식, 능력, 책임 등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혀 기술하는 절차(송상호, 1997)이며, 조직의 계

획수립과 설계, 인적자원관리, 기타 관리적 기능들을 위한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하

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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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분류 및 평가하는 작업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편의상, 

1993).

신현택, 박상언(1995)은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정보자료를 수집, 분

석, 정리하는 과정을 직무분석이라고 하였고, 차진아(1996)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숙련, 책임 등의 제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

다. 또한 유민봉(1999)은 사실상 인사관리의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서 직무를 구성

하는 임무와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자격요건을 찾아내는 작업

으로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에 합리적인 기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의 

직무분석이라고 보았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최초의 

직무분석은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Jeff W. Taylor, 1911)와 작업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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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업무 동작을 연구한 Gilbreth(1914)의 동작연구로 이는 노무관리의 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학 및 경영학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유종해, 1997). 이

는 2차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복잡한 군대조직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활용

되었으며, 그 후 그 기본적인 방법론을 이어받아 직업조사 프로그램이나 직업조사

를 민간부분에 적용함에 따라 직무분석의 기본적인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날은 직무의 성격변화와 직무 수의 증가에 따라 분석의 목적도 확대되고 방법과 

내용, 용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이홍민, 2006; 이경진, 2000), 

각 직위의 주요 특성을 상세히 정리하는 방법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으며(장수용, 

2006) 최근 조직관리에서 인사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무분석 방법으로는 실제수행법,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결과물 분석법, 작

업일지법, 중요사건 기록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장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방법

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준식, 김도근, 2006). 최근 직

무분석은 고업의 좁은 범위나 의무만을 규정하는 작업관련 정보가 아니라 작업 

행동에 실제로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

처링 등에 의해 조직의 경계가 없어지고(김성국, 홍지숙, 2002), 전통적인 조직보다

는 작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발생하고 창조되는 새로운 조직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서 지향하는 직무분석 방법으로는 무경

계 직무분석(Boundaryless Job Analysis), 직군모형 접근법(Job Family Modeling), 

역량모형(Competency Model), 직무가공(Job Crafting) 방법이 있으며, 그 외 작업

중심 접근법(Functional Job Analysis)과 프로세스 중심의 동태적 직무분석이 있다.

2. 지역사회 간호 영역에서의 직무분석

지역사회 간호 영역은 타 간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 영역에서의 연구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

는 연구보다는 가정간호 영역이나 정신질환간호 영역 또는 보건소 운영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가정간호 영역과 관련된 연구



- 13 -

로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와 연계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 방안(박혜숙, 

2007) 연구와 이진경(2000)의 일개 종합병원 중심 가정간호진단 분류를 위한 

NANDA와 Home Health Care Classification System의 적용비교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 사업 분석(정영미, 2006) 연구와 가정간호사

업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장설자, 1998) 등이 수행되었다. 만성질환 중심

의 지역사회 간호 관련 연구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족부담감과 지역사회 정신

재활 프로그램(최은정, 2000)에 관한 연구와 김태연(1994)의 만성 재가 기동장애자

의 가정병실 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

는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명채 등(1999)이 실시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

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경희(2006)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으며, 강혜영(1994)은 보건진료원이 농촌주민과 함께 나눈 건강경험에 

대해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

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간호 영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

양성과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간호 영역에서의 직무분석은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른 간호영역에서의 직무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데 기초

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행위를 밝히기 위한 간호직무조

사 분석이 이루어졌다(이정희 2002). 이 연구에서는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가 간호의 원칙에 따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취하는 행위를 간

호행위로 정의(대한간호학회, 1997)하였으며, 이러한 간호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으

로 Handerson(1987)과 Abdellah(1956) 둥의 여러 이론에서 도출된 행위지침을 적

용하였다(이정희, 2002). 

점차 간호의 영역이 다양화하고 세분화되고 확대되어 감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

분 특정 분야별 접근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정

분야별 접근을 통해 분야별 직무를 기술함으로써 각 분야의 직무영역 윤곽을 제

시하고 적정한 인력관리 및 전문화를 위한 업무구조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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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는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의 직무분석(황

윤선, 2008), 암환자 케어 코디네이터의 직무분석(김은현, 2005), 일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수행 분석(김희정, 2005), 국내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분석 및 이란

간호사 역할과의 비교연구(홍정희, 2003),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분

석(고유경, 2002), 혈액투석실 간호직무 분석(박순경, 1998), 응급실 간호사 업무분

석(김광주 외, 1995), 대학종합병원 수간호사의 업무분석과 모형연구(김인숙, 198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 간호 영역에서의 직무분석은 서로 다른 직무를 다루고 있으

며 지역사회간호와는 상이한 영역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간호영역 직무분석을 

지역사회간호사의 직무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더욱이 국제사회

에서 지역사회간호사로서 활동하는 간호사선교사들의 직무 규명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조사를 통해 역할과 직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기독교 선교 영역에서의 직무분석

기독교 선교영역에서의 직무분석은 선교의 특성상 한 가지 목적인 전도를 통한 

복음전파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사들의 직무에 따른 

사역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조사는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

국세계선교협의회(KWMA;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에서 매년 한국파

송 선교사 리서치 현황조사를 통해 사역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실시한 사역현황 조

사 결과 나타난 사역영역 및 빈도는 다음과 같으며<표 1>, 이는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역개발을 위해 16개 영역을 선정하여 복수 선

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교지 기밀과 환경으로 인해 일부 교단은 응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사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응답한 146개 단

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회개척과 제자훈련이 전체사역의 50%를 차

지하였고, 캠퍼스 사역(8.7%), 신학교육(6.6%), 구제 및 개발사역(6.1%), 문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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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역영역 응답수(복수) 비율

1 교회개척 857 32.3%

2 제자훈련 464 17.5%

3 캠퍼스사역 231 8.7%

4 신학교육 175 6.6%

5 구제와 개발 161 6.1%

6 문화스포츠 101 3.8%

7 의료 92 3.5%

8 선경변역, 순회 등 특수사역 86 3.2%

9 선교훈련 71 2.7%

10 선교동원 33 1.2%

11 선교정보연구 20 0.8%

12 상담치유 20 0.8%

13 선교출판 15 0.6%

14 외국인근로자 15 0.6%

15 선교행정 35 1.3%

16 기타 275 10.4%

츠 사역과 의료사역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성경번역, 순회사역, 사업, 학원, 

방송, 미디어, 선교사자녀(MK; Missionaries' Kids) 사역들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교사의 사역 영역별 사역 현황3)

그 밖에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류한 교육사역, 여성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사

3) 전체 254개 단체 중 국가별 146개 단체가 조사에 응답하였다(73%). 보고에 나타난 ‘의료’는 의료법

에서 지칭하는 의료의 행위가 아니라 의료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직능의 선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의료관련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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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과 같은 사역 분류도 있으나 대부분 전문 분야별 선교사역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역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역분류 또한 대부분 부분적인 작업으

로 전문적인 직업을 중심으로 사역을 깊이 있게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의 

활동은 의료선교에 포함시켜 분류함으로써 간호사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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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조사단계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 직무분석단계

 ■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

 ■ 직무분석의 범위 결정 
⇨  ■ 직무조사 도구 개발

 

 ■ 내용타당도 검증
⇨   ■ 정보수집 및 분석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이다.

B. 연구대상자

 연구의 대상자는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 

132명(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7)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 한국기독간호사협

회와 각 단체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하여 연락이 가능한 간호사 선교사 110명 전

수 중 설문에 응답한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 연구단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초자료조사단계,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 그리고 직무

분석단계의 3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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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자료조사단계

기초자료조사단계에서는 대상 직무인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

로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직무영역을 선정하고 국제지역사회 간호 활동 현장 2

곳을 방문하여 간호사 선교사의 업무를 관찰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문헌고찰로는 국내 외 선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연구, 의료 또는 

간호 분야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그 외 사회과학 분야의 직무분석 등을 고찰하

여 국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선교사의 역할과 직무분석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2명의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를 관찰하였고, 면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간호사 선교사 경력자 5인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업무기록일지를 기록하도록 요청하여 2인의 업무기록

일지를 받았으며,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및 업무기록일지 자료를 근거로 직무분석

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2. 직무조사설문개발단계

조사된 기초자료와 한국세계선교위원회(KWMA)의 선교사 사역 영역 및 

Herbert Kane(2006)의 선교사 사역 분류를 근거로 하여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를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로 분류 기술하여 예비도구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예비 

설문도구를 선교사 경력 5년 이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간호사 선교사 직무분석을 위한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

문 조사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Content Validity Index)하였으며, 각 세부직

무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4점 척도로, 1점 <매우 적절하지 않다>, 2점 <적절하지 

않다>, 3점 <적절하다>, 4점 <매우 적절하다>로 하여, 각 세부직무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고, 1-2점과 3-4점으로 구분하여 3-4점을 표기한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

여 내용타당도 점수를 산출하여(Lynn, 1986) 75%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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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3. 직무분석단계

본 단계에서는 완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업무량과 

중요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 및 인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9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110

명 중 60명(54%)이 응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직무관련특성 10문항, 

그리고 직무조사도구 102문항으로 총 1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직무조사도구는 

『임상간호 관련 직무』영역 16문항, 임상 외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영역 20

문항, 『학교 교육 관련 직무』영역 15문항, 그리고 『전도관련 직무』영역 21문

항으로 총 10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생활형태, 파견단체,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으로 구성된 총 7문항을 조사하였다. 

2.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파견전 간호사 경력, 간호사 선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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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력, 주근무기관,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 4문항과 간호사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등 자격기준에 대한 질문이 6문항으로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3. 직무조사도구

직무조사도구는 『임상간호 관련 직무』영역, 임상 외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

무』영역, 『학교 교육 관련 직무>영역, 그리고『전도 관련 직무』영역으로 구성

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임상간호 관련 직무』 영역은 병원이나 클리닉 등 임상 세팅에서 수행하는 

간호 관련 직무로서 <치료 및 처치 업무> 4문항, <임상 물품관리 업무> 4문항, 

<임상 상담 및 교육 업무> 4문항, <병원 행정 업무>와 관련된 문항이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는 임상현장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다루며, 캐나다 공중보건

협회(CPH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90)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7가

지 역할과 Smillic(1992)의 1차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8

가지 역할을 토대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교육 및 연구 업무> 4문항, <지역사회 

개발 업무> 5문항, <지역사회 자문 및 상담 업무> 4문항, <지역사회참여 업무> 7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교육 관련 직무』는 학교 또는 학원 등 교육기관 설립 및 전문 교육과 

관련된 직무영역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업무> 관련 4문항, <교육 또는 

연구 업무> 관련 9문항,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 관련 2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업무기록지,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를 조

사한 결과, 간호사 선교사의 특성 상 간호사로서의 직무 뿐 아니라 선교사로서 교

회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 외의 전도와 관련된 직무를 병행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어(이원희 등, 2006) 『전도 관련 직무』를 추가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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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관련 직무』 영역은 Herbert Kane(2006)의 선교사역 분류와 한국세계

선교협의회(KWMA;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의 선교사역 분류를 근거

로 하여 <교회개척 업무> 4문항, <신앙상담 및 교육 업무> 5문항,  <특수 대상자 

사역> 8문항, <문서 사역>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직무영역의 업무량과 중요도는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업무량과 중요도 

정도에 따라 1점 '매우 낮음'에서 4점 '매우 높음'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과 중요도도 높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않음’ 란에 표

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로 빠뜨린 missing data로 인한 오류를 배제하고자 하였

으며, 각 대분류 직무 영역마다 기타 항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전문가 자문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를 대분류, 중분류, 세부직무내용으로 분류 기술하여 작

성한 예비조사도구를 선교사 경력 5년 이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전도 관련 직무』의 세부 직무인 ‘비디오나 DVD를 이용해 영

화를 상영한다’는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로 통합하였

으며, 『전도 관련 직무』에서 교회개척의 세부 직무 내용은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언어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항공전문가로 활동한다’는 세부 직무는 간호사 면허 외에 

또 다른 면허 자격을 요하는 직무로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여 삭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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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도구의 내용타당도(CVI) 검증결과 전체 평균 타당도는 0.95였으며, 최소 

0.75에서 최대 1.0까지 나타났으며, 총 72개 세부직무 중 CVI가 1.00은 56개

(77.7%)였으며, 각 직무 영역별 내용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세부직무 내용타당도 결과, 최저 0.75에서 최대 1.0의 분

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 0.97 이었으며, 임상 외 지역사회 간호 관련 직무의 세

부직무 내용타당도 결과는 최저 0.75에서 최대 의 1.0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

은 0.98로 5개의 대분류 직무 영역 중 가장 높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세부직무 내용타당도 결과는 최저 0.75에서 최대 1.0의 분포를 보였

으며, 평균 0.96이었으며, 전도 관련 직무의 세부직무 내용타당도 결과는 평균 

0.97로, 최저 0.75에서 최대 1.0의 분포를 보였다. 기타 전문 직무의 세부직무 내용

타당도는 최저 0.75에서 최대 1.0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0.86으로 5개의 대분류 

직무 영역 중 가장 낮은 타당도 결과를 나타냈다.

 

E.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설문지를 전자메일을 통

해 110명의 대상자에게 발송한 후 다시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

료 수집은 2008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자메일을 송부하

였으며, 그 결과 총 60부가 회수되어 5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F.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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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2. 기술된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별 업무량과 중요도는 t-검정과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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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0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생활

형태, 후원단체,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만)은 평균 39.4( ± 9.38 )세로 최소 25세에서 최고 70세이었으며, 

연령대는 30 ~ 39세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결

혼 상태에서 기혼이 33명(55.9%), 미혼이 26명(44.1%)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간호학

과 신학을 복수 전공한 대상자는 18명(30%)이었으며, 간호학만 전공한 대상자는 

40명(66.6%), 그리고 간호학과 기타 학문을 전공한 대상자가 2명(3.3%)으로 나타났

다. 간호학만 전공한 대상자 중 4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21명(35%), 3년제 간호대

학 졸업 14명(23.3%), 석사 이상 졸업이 5명(8.3%)이었다. 

생활형태는 혼자서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3명(21.7%),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공동 생활하는 대상자는 45명(75.0%)으로 나타났다. 후원단체를 비교한 결과 

교회에서 후원하는 간호사가 25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나 외부의 지원 

없이 생활비와 활동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명(5.0%)으로 나

타났다. 활동지역은 동남아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이 38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아프리카 9명(15%), 중동지역 4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남미가 1명(1.7%)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 중 대상 국가의 수도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21명(35.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수도 외 도시에 18명(30.5%), 시골에 12명(20.3%), 그리고 

오지에서 활동하는 대상자는 8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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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만)

 20세 ~ 29세  11 18.6

39.4

( ± 9.38 )

 30세 ~ 39세  24 40.7

 40세 ~ 49세  14 23.7

 50세 이상  10 17.0

결혼상태
 미혼 26 44.1

 기혼 33 55.9 

교육정도

 

 간호학 3년제 졸업 14 23.3

 간호학 4년제 졸업 21 35.0

 간호학 석사 이상  5  8.3

 간호학 + 신학 18 30.0

 간호학 + 기타 학문  2  3.3

생활형태

독립생활 13 21.7

가족이나 동료와 생활 45 75.0

기타  2  3.3

후원단체

국내단체 15 25.0

해외단체  8 13.3

교회 25 41.7

후원없음  3  5.0

기타  9 15.0

근무지역

아시아 38 63.3

유럽  3  5.0

중동  4  6.7

아프리카  9 15.0

북미  2  3.3

중남미  1  1.7

기타  3  5.0

근무환경

수도 21 35.6

수도외 도시 18 30.5

시골 12 20.3

오지  8 13.6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60)

※ 무응답 제외



- 27 -

B.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표 4>와 같으며 파견 전 간호사 경력, 간호사 선교

사 경력, 주근무기관 및 근무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

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파견 전 국내 간호사 경력은 평균 7년 3개월( ± 9.2 )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

대 37년으로 다양하였다. 3년 미만 11명(21.6%), 3년 이상 ~ 5년 미만 10명(19.6%),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17명(33.3%), 10년 이상은 13명(25.5%)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 선교사로서 총 근무연한은 평균 5년 9개월( ± 5.4)로, 3년 미만이 22명(41.5%)

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 5년 미만이 8명(15.1%),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11명(20.8%), 그리고 10년 이상 간호사 선교사 경력자는 12명(22.6%)이었다. 

주근무기관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16명(26.7%), 그리고 교회 근

무자는 3명(5.0%)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형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자가 14명(23.4%)이었으며 팀으로 활동하는 대상자가 51명(76.6%)이었다.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전문 선교 훈련을 받은 대상자는 53명으

로 전체의 88.3%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에 대해 응답자의 

86.7%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간호사로

서 임상경험과 지식(68.3%), 현지어 구사 능력(65,0%),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30.0%), 영어 구사능력(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 전 선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9명(98.3%)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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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

해외 파견 전 

임상경력

  

3년 미만 11 21.6

7년 3개월

( ± 9.2 )

3년 이상 ~ 5년 미만 10 19.6

5년 이상 ~ 10년 미만 17 33.3

10년 이상 13 25.5

간호사 선교사

총 경력

3년 미만 22 41.5

5년 9개월

( ± 5.4)

3년 이상 ~ 5년 미만  8 15.1

5년 이상 ~ 10년 미만 11 20.8

10년 이상 12 22.6

주근무기관

병원/의원/클리닉 23 36.6

교회  3  5.0

비정부기관(NGO)  7 11.7

학교 등 교육기관  16 26.7

기타  12 20.0

근무형태
독자적 활동 14 23.3

팀활동 46 76.7

선교훈련 경험
무  7 11.7

유 53 88.3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임상경험과 지식 41 68.3

사랑과 섬김의 자세 52 86.7

의사소통 및 상담 기술 18 30.0

리더십  3  5.0

영어 구사 능력 17 28.3

성경에 대한 지식 14 23.3

현지어 구사 능력 39 65.0 

표 4.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 n=60)                                                               

※무응답 제외

* 중복선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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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무 영역별 중요도와 업무량 

국제 사회에서 기독간호사 선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확인하고자 병원이

나 클리닉에서 수행하는 ‘임상간호 관련 직무’, 임상 외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학교교육관련 직무’, 

그리고 ‘전도 관련 직무’의 4 가지 대분류 직무영역으로 분류하여 업무량과 중요

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60명 중 ‘임상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9명(49%),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44명(73%), ‘학교교육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38명(63%), 그리고 ‘전도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51명

(85%)이었다. 각 직무 영역의 중분류 직무 및 세부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 관련 직무

임상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29명의 대상자 중 <치료 및 처치 업무>를 수

행하는 대상자는 24명(82.8%), <임상 물품 관리>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5명

(86.2%), <임상 상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6명(89.7%), 그리고 <병

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4명(82.8%)이었다. 

임상간호 관련 세부직무내용 중 병원이나 클리닉 등 임상현장에서 ‘직원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의 업무량과 중요도 평균이 각각 3.20과 3.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클리닉 또는 부서의 설립과 안정화에 참여한

다’의 업무량이 2.05로 가장 낮았으며, ‘병원/클리닉 또는 부서의 문서를 관리한다’

는 중요도가 2.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직무내용별 업무량과 중

요도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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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4명의 대상자 중 <지역사회 교육 및 연

구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0명(45.5%), <지역사회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

상자는 25명(56.8%), <지역사회 자문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4명

(54.5%), 그리고 <사회참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38명(86.4%)이었다. 

지역사회간호 관련 20개의 세부직무 내용 중 ‘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한

다’의 업무량이 평균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세부직

무내용은 ‘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평균 1.88)로 나타났다. 그

리고 ‘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의 세부직무에서 중요도는 평균 2.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간호 관련 세부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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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교육 관련 직무   

학교교육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총 38명의 대상자 중 <학교 설립 업무>를 수

행하는 대상자는 21명(55.3%), <학교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36

명(94.7%), 그리고 <교육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2명(57.9%)이었다. 

학교교육 관련 세부직무에서는 ‘간호학교 및 간호대학 설립 및 세팅에 참여한

다’의 업무량이 평균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량이 높은 세부직무

는 ‘신학교육을 실시한다’(평균 3.10)였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세부직무는 ‘무용

/스포츠를 가르친다’(평균 1.71)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직무내용은 

‘간호교육을 실시한다’(평균 3.53) 였으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세부직무내용은 ‘음

악/미술을 가르친다’와 ‘무용/스포츠를 가르친다’로 각각 평균 2.00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직무 내용별 업무량과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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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도 관련 직무

전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1명의 대상자 중 <교회개척 업무>를 수행하는 대

상자는 42명(82.4%), <신앙상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44명(86.3%), 

<특수 대상자 사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41명(80.4%), 그리고 <문서사역 업

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18명(35.3%)이었다. 

전도관련 직무의 21개 세부직무내용 중 업무량이 가장 높은 세부직무내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한다’(평균 3.16)였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직무내

용은 ‘교우회나 신우회를 조직하거나 운영 또는 참여한다’(평균 2.33)였다. 중요도

가 가장 높은 세부직무내용은 ‘제자훈련을 통해 리더를 양육하고 훈련한다’(평균 

3.44)였으며, 가장 중요도가 낮은 세부직무내용은 ‘예배시간에 말씀을 전한다’(평균 

2.73)로 업무량 및 중요도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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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영역별 중요도 및 업무량

각 직무 영역의 중요도와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 『지

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학교교육 관련 직무』, 그리고 『전도 관련 직무』의 

4 가지 직무영역 모두에서 업무량 평균보다 중요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도 관련 직무』 영역의 업무량과 중요도는 각각 평균 2.62과 3.04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직무영역은『지역사회 간호 관련 직무』영역(평균 

2.31)이었으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직무 영역은 『학교교육 관련 직무』영역(평균 

2.90)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직무 영역별 업무량과 중요도

                           (n= 60 )

분류

업무량 중요도

r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임상간호 관련 직무(n=29) 2.53 ± .72 2.97 ± .75 .796**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n=44) 2.31 ± .76 2.92 ± .74 .610**

  학교교육 관련 직무(n=38) 2.57 ± .81 2.90 ± .72 .620**

  전도 관련 직무(n=51)  2.62 ± .76 3.04 ± .84 .78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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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 특성과 업무량 및 중요도

1. 일반적 특성과 업무량 및 중요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대, 교육정도, 결혼상태, 생활형태, 후원단체, 근무

지역 및 근무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직무영역별 업무량과 중요도

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정도

는 간호학만 전공한 대상자와 간호학과 신학 등 기타 학문을 전공한 대상자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생활형태는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와 가족이나 동료와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으로 분류하였으며, 후원단체는 교회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근무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그 외 지역을 기타 집단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근무 환경은 도시생활을 하는 집단과 시골이나 오지에서 생활하는 집단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대상자의 연령대, 교육정도, 결혼상태, 생활형태, 후원단체, 근무지역 및 근무환

경에 따른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고 되지 않았다. 

교육정도와 직무의 관계에서 간호학만 전공한 대상자에서 간호학과 기타 학문

을 모두 전공한 대상자에 비해 임상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관계는 다음

과 같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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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20 - 29세 2.41 ± .92

1.10( .37)

3.45 ± .82

2.33( .10)
30 - 39세 2.77 ± .45 3.11 ± .53

40 - 49세 2.22 ± .72 2.51 ± .56

50세 이상 2.26 ±1.29 2.48 ± 1.37

교육

정도

간호학+기타 2.41 ± .79

-.72( .48)

2.75 ± .80

-1.28( .21)
간호학 2.61 ± .68 3.12 ± .69

결혼

상태

미  혼 2.35 ± .58
-1.15( .26)

2.98 ± .62
.20( .84)

기  혼 2.65 ± .82 2.92 ± .89

생활

형태

독립생활 2.30 ± .54
1.28( .21)

2.98 ± .73
-.03( .98)

공동생활 2.65 ± .78 2.97 ± .77

후원

단체

교  회 2.52 ± .65
-.07( .95)

2.97 ± .71
-.02( .98)

기  타 2.54 ± .80 2.98 ± .80

근무

지역

아시아 2.43 ± .81

1.05( .36)

2.85 ± .82

.85( .44)아프리카 2.49 ± .54 3.01 ± .47

기  타 3.01 ± .51 3.39 ± .89

근무

환경

수도/도시 2.38 ± .82
1.30( .21)

2.91 ± .91
.57( .57)

시골/오지 2.73 ± .51 3.06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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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생활형태와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에서는 가족이나 

동료 선교사와 공동생활을 하는 대상자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보다 지역사

회 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대상자의 연령대, 교육정도, 결혼상태, 후원단체,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따른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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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20 - 29세 2.71 ± 1.00

.86( .47)

3.40 ± .89

1.24( .31)
30 - 39세 2.14 ± .72 2.84 ± .65

40 - 49세 2.29 ± .74 2.66 ± .77

50세 이상 2.41 ± .72 3.04 ± .79

교육

정도

간호학+기타 2.46 ± .87
.98( .33)

2.83 ± .89
-.60( .56)

간호학 2.23 ± .68 2.98 ± .67

결혼

상태

미  혼 2.30 ± .61
.07( .94)

2.93 ± .72
.16( .88)

기  혼 2.28 ± .84 2.90 ± .78

생활

형태

독립생활 1.92 ± .30
2.93( .00)

2.97 ± .55
-.20( .84)

공동생활 2.42 ± .81 2.91 ± .79

후원

단체

교  회 2.12 ± .68

-1.74( .09)

2.86 ± .78

-.54( .60)
기  타 2.51 ± .79 2.98 ± .72

근무

지역

아시아 2.31 ± .77

1.00( .38)

2.89 ± .77

.44( .65)아프리카 2.08 ± .55 2.82 ± .77

기  타 2.63 ± .88 3.16 ± .65

근무

환경

수도/도시 2.31 ± .75

.02( .99)

2.86 ± .85

.68( .50)
시골/오지 2.32 ± .79 3.03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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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20 - 29세 2.74 ± .57

1.13( .35)

3.19 ± .35

.66( .59)
30 - 39세 2.39 ± .73 2.74 ± .74

40 - 49세 2.44 ± .99 2.86 ± .82

50세 이상 3.01 ± .81 3.07 ± .75

교육

정도

간호학+기타 2.90 ± .77
2.01( .05)

3.11 ± .63
1.36( .18)

간호학 2.38 ± .78 2.77 ± .75

결혼

상태

미  혼 2.56 ± .59
-.10( .92)

2.90 ± .66
-.14( .89)

기  혼 2.59 ± .97 2.93 ± .77

생활

형태

독립생활 2.22 ± .64
1.50( .14)

3.05 ± .35
-.64( .53)

공동생활 2.68 ± .83 2.86 ± .78

후원

단체

교  회 2.42 ± .84
-1.18( .25)

2.75 ± .83
-1.10( .28)

기  타 2.72 ± .76 3.02 ± .60

근무

지역

아시아 2.52 ± .80

2.46( .10)

2.85 ± .68

.15( .86)아프리카 2.06 ± .83 3.00 ± .41

기  타 3.13 ± .60 3.00 ± 1.01

근무

환경

수도/도시 2.63 ± .85
-.56( .58)

2.91 ± .75
-.10( .92)

시골/오지 2.47 ± .74 2.88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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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교육정도에서 간호학만 전공한 대상자에서 간호학과 기타 학문을 모두 전공한 

대상자에 비해 전도관련 직무의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5). 

결혼상태에서 결혼을 한 대상자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생활형태에서는 가족이나 동료 선교사

와 공동생활을 하는 대상자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보다 전도관련 직무의 중

요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근무지역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중동, 중남미 등을 포함한 기타 지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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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20 - 29세 2.98 ± .68

1.80( .16)

3.69 ± .42

1.76( .17)
30 - 39세 2.37 ± .80 2.81 ± .90

40 - 49세 2.56 ± .77 3.02 ± .95

50세 이상 2.87 ± .54 3.13 ± .69

교육

정도

간호학+기타 2.45 ± .94
-1.06( .30)

2.67 ± .97
-2.26( .03)

간호학 2.72 ± .63 3.24 ± .72

결혼

상태

미  혼 2.37 ± .75
-2.07( .04)

2.99 ± .98
-.39( .70)

기  혼 2.81 ± .73 3.09 ± .76

생활

형태

독립생활 2.28 ± .83
1.63( .11)

2.46 ± 1.12
2.24( .03)

공동생활 2.71 ± .72 3.16 ± .74

후원

단체

교  회 2.59 ± .82

-.30( .76)

2.82 ± .86

-1.67( .10)
기  타 2.65 ± .71 3.23 ± .81

근무

지역

아시아 2.53 ± .80

3.71( .03)

2.88 ± .92

2.58( .09)아프리카 2.31 ± .39 2.94 ± .73

기  타 3.12 ± .61 3.53 ± .52

근무

환경

수도/도시 2.69 ± .72
-.76( .45)

3.12 ± .85
-.82( .41)

시골/오지 2.52 ± .82 2.91 ± .85



- 45 -

2. 직무관련 특성과 업무량 및 중요도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파견 전 간호사 경력, 간호사 선교사 경력, 주근무

기관 및 근무형태로 구분하여 직무관련 특성과 각 직무영역별 업무량 및 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파견 전 간호사 경력과 간호사 선교사 경력은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

만, 10년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업무량과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

근무기관은 병원/클리닉, NGO,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기타의 네 집단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근무 형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자 집단과 팀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직무관련 특성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간호사 선교사 경력에 따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도 평균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5), 근무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병원/클리닉, 

NGO,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기타의 네 집단 사이에 임상간호 관련 직

무의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파견전 간호사 경력이나 근무형태에 따른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

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직무관련 특성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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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파견전

경력

5 년 미만 2.58 ± .88

0.13( .99)

3.40 ± .94

2.04( .15)5 - 10년 2.52 ± .65 3.26 ± .57

10년 이상 2.52 ± .76 2.76 ± .72

선교사

경력

5년 미만 2.74 ± .63

2.30( .12)

3.19 ± .65

4.28( .03)5 - 10년 2.05 ± .36 2.74 ± .33

10년 이상 2.21 ± .91 2.24 ± .84

근무

기관

병원/클리닉 2.60 ± .58

2.27( .10)

3.02 ± .67

3.87( .02)
NGO 2.59 ± .75 2.84 ± .47

교육기관 1.59 ± .75 1.95 ± .93

교회/기타 2.79 ± .92 3.62 ± .36

근무

형태

독자활동 2.43 ± .86
.43( .67)

2.88 ± 1.02
.41( .68)

팀활동 2.56 ± .68 3.01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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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량

t(p)

중요도

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10 년 미만 2.45 ± .80

-.95( .35)

3.26 ± .60

-2.22( .03)

10 년 이상 2.22 ± .73 2.72 ± .74

(2) 직무관련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

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평균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년 미만인 대상자와 10년 이상의 대상자로 두 집단으로 분류

하여 비교한 결과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10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표 15. 파견 전 간호사 경력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간호사 선교사 경력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였을 경우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평균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5). 

근무기관이나 근무형태에 따른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

는 다음과 같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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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파견전

경력

5 년 미만 2.54 ± .98

.48( .62)

3.00 ± .82

2.81( .07)5 - 10년 2.41 ± .77 3.36 ± .49

10년 이상 2.22 ± .73 2.72 ± .74

선교사

경력

5 년 미만 2.50 ± .76

3.95( .03)

3.06 ± .75

2.75( .08)5 - 10년 1.80 ± .54 2.44 ± .83

10년 이상 2.56 ± .80 3.05 ± .92

근무

기관

병원/클리닉 2.29 ± .66

.27( .85)

2.89 ± .84

.58( .63)

NGO 2.57 ± .54 3.05 ± .35

교육기관 2.23 ± .98 2.66 ± .79

교회/기타 2.29 ± .85 3.10 ± .74

근무

형태

독자활동 2.39 ± .69

-.44( .66)

2.81 ± .56

.63( .54)

팀활동 2.28 ± .79 2.97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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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량

t(p)
중요도

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10 년 미만 2.71 ± .74

-.1.05( .30)

3.22 ± .37

-2.32( .03)

10 년 이상 2.43 ± .80 2.67 ± .77

(3) 직무관련 특성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파견전 간호사 경력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였을 경우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

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을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대상자에

서 10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학교교육 관련 직무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17>.

표 17. 파견 전 간호사 경력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간호사 선교사 경력, 근무기관 및 근무형태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

량과 중요도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직무관련 특성 별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

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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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t(p)
중요도

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파견전

경력

5 년 미만 3.08 ± .30

1.18( .32)

3.24 ± .38

2.61( .09)5 - 10년 2.55 ± .83 3.21 ± .40

10년 이상 2.53 ± .78 2.67 ± .77

선교사

경력

5 년 미만 2.50 ± .83

2.18( .13)

2.88 ± 69.

1.33( .28)5 - 10년 2.19 ± .63 2.60 ± .75

10년 이상 2.94 ± .85 3.16 ± .74

근무

기관

병원/클리닉 2.52 ±1.02

3.21( .04)

2.93 ± .81

1.42( .26)

NGO 2.40 ± .43 2.77 ± .32

교육기관 3.11 ± .51 3.18 ± .66

교회/기타 2.15 ± .64 2.52 ± .71

근무

형태

독자활동 2.65 ± .86
-.44( .66)

2.99 ± .68
-.52( .61)

팀활동 2.53 ± .79 2.85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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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량

t(p)
중요도

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5 년 미만 2.92 ± .75

-.1.11( .27)

3.71 ± .28

-2.30( .03)

5 년 이상 2.55 ± .76 2.90 ± .85

(4) 직무관련 특성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을 5년 미만인 대상자와 5년 이상의 대상자로 두 집단으

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이 5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5년 이

상인 대상자에 비해 전도 관련 직무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표 19. 파견 전 간호사 경력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간호사 선교사 경력, 근무기관이나 근무형태에 따른 집단간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20>. 



- 52 -

표 20.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n=60)

구분
업무량

F/t(p)
중요도

F/t(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파견전

경력

5 년 미만 2.92 ± .75

069( .51)

3.71 ± .28

2.58( .09)5 - 10년 2.62 ± .90 2.92 ± 1.03

10년 이상 2.52 ± .70  2.89± .79

선교사

경력

5 년 미만 2.54 ± .80

.53( .59)

2.94 ± .91

.25( .78)5 - 10년 2.35 ± .60 2.91 ± .68

10년 이상 2.68 ± .78 2.98 ± .86

근무

기관

병원/클리닉 2.39 ± .90

.89( .45)

2.69 ±1.03

2.65( .06)

NGO 2.61 ± .71 2.78 ± .57

교육기관 2.78 ± .66 3.47 ± .70

교회/기타 2.77 ± .67 3.24 ± .64

근무

형태

독자활동 2.74 ± .62
-.73( .47)

2.89 ± .89
-1.95( .06)

팀활동 2.57 ± .82 3.39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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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직무분석은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

술과 지식 그리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과

정(신현택 & 박상언, 1995)으로, 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직무가 행해지는 

지역사회 환경과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APHA, 2008), 특히 국제

사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범위와 내용

이 확대되어 이들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규명된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파악하고자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 총 132명 중 연락처

가 있는 110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그 중 설

문에 응답한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및 타 전문간호분야의 

직무조사도구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그리고 직무측정도구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분야 전문간호사로서, 대한간호협회(2004)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주요 역할을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

자>, <자문가>, 및 <협동자>로 정의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

어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 ‘교육 및 상담’, ‘연구’, ‘리더십’, 및 ‘자문 및 협동’을 

핵심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황윤선(2008)은 종양임상시험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직무영역을 <행정적 업무>, <직접적인 실무제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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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업무>, <연구관련 업무> <교육 및 상담 업무> 그리고 <옹호 및 조정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는 임상시험간호사의 특성 상 행정적 업무, 직접실무제공, 

교육 및 상담, 연구관련 업무 외에 연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와 잠재 피험

자의 서면동의 과정 및 임상시험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옹호 및 조정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김은현(2005)은 암환자 케어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직무분

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측정도구는 Miller(1999)가 제시

한 암환자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인 ‘간호실무’, ‘조정’, ‘협력’, ‘자원관리’, ‘교육’, 

‘연구’ 직무에 ‘상담’, ‘서비스 이용관리’, ‘퇴원계획’을 추가한 후 포커스 그룹 회의

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가적 간호실무>, <자문 및 상담>, <조정 및 연계>, 

<교육>, <연구>, <리더십>의 6개 대분류로 직무 영역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직무조사도구에서 제시한 직무영역은 대한간호협회(2004)가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주요 역할 중 『임상 간호 관련 직무』와 『학교 교육 관련 직무』 

2가지 영역은 공통되며, 캐나다 공중보건협회(CPH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8)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7가지 역할과 Smillic(1992)의 1차 건강관

리를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8가지 역할을 토대로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영역을 추가하였다.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 영역에는 대한간호

협회가 제시한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가’ 및 ‘협동자’의 세부직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업무기록지,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 선교사

의 직무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 선교사의 특성 상 간호사로서의 직무 뿐 아니라 

선교사로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 외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이원희 등, 2006) Herbert Kane(2006)과 KWMA(2007)가 제

시한 선교사의 직무를 토대로 『전도 관련 직무』를 추가하여 4가지 대분류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지역사회 간호사의 고유한 직무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측정도구는 간호사 선교사

의 직무조사를 위해 개발된 초기 조사도구로서 신뢰도 있는 직무조사도구로 발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은 기독간호사 

선교사 중 연락이 가능한 110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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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국가의 특성 상 전자메일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보안이 필요하여 전자

메일에 응답할 수 없거나, 전자메일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었던 대상

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

동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B.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직무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 60명 중 전도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가 51명

(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간호 관련 직무 44명(73%), 학교 교육 관련 

직무 38명(63%), 그리고 임상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9명(49%) 순으

로 나타났다. 간호사 선교사의 4가지 직무 영역 중 전도 관련 직무 영역의 업무량

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선교사의 선교사

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호사 선교사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관련 

직무보다는 선교사로서의 직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간호사 선교사에서 간호학과 함께 신학 등 기타 학문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목회자 출신 선교사만을 인정하여 왔던 한국교회의 전

문직 선교사에 대한 적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이현모, 2006)과 전문 직업을 가진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들 간에 너무 선을 긋는 경향(이은

무, 2006)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선교사는 전문적인 신학공부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

지만 지역사회의 전문간호사로서 해당간호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들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대한간호협회, 2004). 간호는 고유의 전문 직무로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육체적 돌봄(somatic care), 정신적 돌봄(mental care), 영적 돌봄

(spiritual care), 그리고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와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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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이 요구되며, 간호를 통해 간호대상자인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개발과 성장까지 포함하여 문제

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cott J. (1990)는 의료와 선교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동반자라고 하였으며, 

항상 병행하여 종사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선교

사는 직업적 선교적 소명을 모두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없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2004)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

력 중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과 ’교육 및 상담‘, ’리더십‘, ’자문 및 협동‘에, 간호

사 선교사의 간호 대상이 국제사회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어학 부분을 추가하였으

며, 선교 활동에 요구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

부한 임상경험’, ‘사랑과 섬김’,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리더십’, ‘영어구사

능력’, ‘성경에 대한 지식’, ‘현지어 구사능력’의 7 가지로 구성하여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가

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간호사로서 임상경험과 지식(68.3%), 현지

어 구사 능력(39%),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30.0%), 영어 구사 능력(28.3%), 성경에 

대한 지식(23.3%), 그리고 리더십(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내에서의 제자

훈련 경험 등의 의견도 보고 되었으며 전문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98.3%의 대상자

가 전문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간호사 선교사들이 선교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로서 그리고 선교사

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견 전에 무엇보다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간호사

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의사소통 기술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언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은 기본적인 임상간호수행 능력 외에도 

선교지 현장의 보건의료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선교사로서의 능력과 기



- 57 -

술을 갖추기 위한 훈련에는 어학훈련과 선교훈련이 해당된다(강은실, 2000).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는 인격이나 자세를 갖추고,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

해와 일반적인 선교학 또는 선교동향 등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선교사는 이러한 

훈련을 바탕으로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선교지에서의 문화 충격을 줄여

주고 대인 관계를 원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선교를 앞당

길 수 있게 될 것이다(이은무, 2006). 언어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John T. Seamands는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서, 사람들의 마음(mind)과 심장(heart)과 영혼(soul)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초기 내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능력과 기술을 보면 이들은 의료분야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확

립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증진과 선진학문 소개 및 선진 교육에 있어 지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재양성 및 지도자 배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손영규, 

2008). 한국의 기독간호사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견 전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미

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선교현장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전문가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 선교사는 성장한다. 

이것이 선교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은무, 2006). 더 나아가 간

호사 선교사가 전문 간호사로서 실력을 갖추고 선교현장에 나아가는 것은 변화하

는 선교 대상국가의 정책에 대한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선

교지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선교활동을 제한하면서도, 자신들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 선교사들을 선호하여(고신대학교 의학

부, 2000) 전문인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적게 하고 있어 더 효율적인 선교활동

을 할 수 있다(전우택, 2004). 

본 연구 결과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의 경력은 평균 5년 9개월이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 선교사는 12명(22.6%)으로, 이는 우리나라 초

기 100년 내한 외국인 선교사들 중 15년 이상 근무자 수준인 49.1%(손영규, 2008)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들 한국 간호사 선교사들이 안정된 가운데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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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탄력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문상철, 2006). 대상자 중에는 외부의 후원

없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자비량 간호사 선교사도 

5% 있었는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탈락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미국, 영국과 같이 기존 선교사를 파송하던 국가와 새롭게 파송하기 시작한 신

생파송국으로 분류하여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신생 파송국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 이유는 본국의 후원부족(8.1%), 소명감의 결여(8.0%), 부적

절한 헌신(7.3%), 선교단체와의 불화(6.1%),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5.7%), 그리고 

건강문제(5.1%)였으며, 기존 파송국의 경우에는 정상적 은퇴(13.2%), 자녀문제

(6.0%), 직업 전환(8.9%), 건강문제(8.4%), 동료선교사들과의 문제(6.0%), 개인적 관

심(5.2%)으로 보고하였다(켈리 오도넬, 2004). 이원희 등(2006)은 한국 간호사 선교

사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

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한국 간

호사 선교사 41명을 대상으로 탈락과 관련된 선교현장의 어려운 점과 지원요구도

에 대해 조사하였다. 근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와 문화 및 환경 차이로 인한 적응, 자원 및 인력 부족, 사역의 제한, 그리고 자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원요구 부분에서는 간호관련 전문 자료와 

보건교육자료 제공, 인력지원, 의료물품지원, 간호선교사 준비훈련 제공,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자료 제공과 같은 간호영역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예방 가능한 중도탈락 위험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간호사 선교사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개발이 

요구된다. 

의학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화된 영역인 반면 오히려 간호는 “건강전문직

(Health Profession)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인간봉사 전문직(Human Service 

Profession)"으로(대한간호협회, 1990),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영역을 다루며 특히 

국제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세계 보건(global health)의 관점에서 통

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 지역사회 보건 및 개발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Barbara M. Dossey, 2008).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전문 간호사로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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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을 모두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전문 간호사 선교

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 영역의 확대이며 새로운 역할을 개척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 사회적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것은 발달하는 것이다(Jamison 

등, 1999). 

본 연구는 간호사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한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

던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국제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조사된 직무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 영역 제시함으로써 간호사 선교사의 역할 정립과 발

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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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

사 선교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전체 간호사 선교사 132명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 한국기독간호사협회와 각 파송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

해 연락처를 수집하여 연락이 가능한 간호사 선교사 110명 전수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간호사 선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응답률은 54.5%였다. 

연구도구는 기초자료조사단계와 직무조사도구개발단계를 거쳐 완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8년 9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만)은 평균 39.4세( ± 9.38 )로 최소 25세에서 

최고 70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30 ~ 39세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에서 기혼은 33명(55.9%), 미혼은 26명(44.1%)이

었으며, 대상자의 18%에서 간호학과 신학을 모두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

활형태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3명(21.7%),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대상자는 45명(75.0%)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38명

(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아프리카 9명(15%), 중동지역 4명(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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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중남미가 1명(1.7%)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파견 전 간호사 경력은 평균 7년 3개월( ± 

9.2)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7년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간호사 선교사 경력은 평

균 5년 9개월로( ± 5.4) 나타났다. 주근무기관은 병원이나 클리닉 등 임상현장

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23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16명(26.7%), NGO에서 활동하는 대상자는 7명(11.7%), 그리

고 교회 등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15명(25.0%)로 나타났다. 근무형

태를 보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자는 14명(23.4%), 팀으로 활동하는 대상자

는 46명(76.6%)이었다. 

3. 연구 대상자 60명 중 ‘임상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29(49%)명,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44(73%)명, ‘학교교육 관련 직

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38(63%)명, 그리고 ‘전도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자

는 51명(85%)이었다. 4가지 직무 영역 중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량이 가장 낮은 직무영역은 ‘지역사회 간호 관련 직무’

였으며, 중요도는 ‘학교교육 관련 직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을 전공한 대

상자에서 간호학과 함께 신학이나 기타 학문을 모두 전공한 대상자보다 ‘전도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p < .05), 결혼한 대상자

에서 미혼의 대상자보다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

났다(p < .05). 생활 형태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대상자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하

는 대상자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p < .01)과 ‘전도관련 직

무’의 중요도(p < .05)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에 따라 전도관련 

직무의 업무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나 연령대, 

후원단체, 근무 환경에 따른 각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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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선교사 경

력에 따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도와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

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파견전 간호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10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

도와 학교교육 관련 직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p < .05), 간호사 선교사 

경력 5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5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업무량과 중요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근무기관에 따라 ‘임상간호 

관련 직무’의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나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간호사선교사의 직무내용은 초기자료로서 향후 국제 사

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간호사 파견을 원하는 예비 간호사 훈련 및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간호사 선교사 직무조사를 위해 개발되고 사용된 조사 도구는 초

기 조사도구로서 신뢰도 있는 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간호사 선교사의 직무 범위와 내용은 연구대상자 및 조

사방법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조사에 머물 수 있으므로 국제 지역사회의 정치적, 

물리적 환경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 규명과 직무 분석

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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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역사회 간호사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간호사 선교사를 대상

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국제기구나 NGO(비정부기관)를 통해 국제지

역사회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직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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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용숙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설문의 소요시간

은 약 15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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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은 한국 기독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8년  9월

                                                                      연구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양 용 숙 올림

                                                                      연락처 : 000-0000-0000

< 부록 1 > 직무분석을 위한 자료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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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연   령         만         세 

  2.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학   력        ① 간호전문대학 졸업         ② 4년제 간호대학 졸업          ③ 간호학 석사 이상      

⑤ 간호전문대학 + 신학       ⑥ 4년제 간호대학 + 신학       ⑦ 간호학 석사이상 + 신학       

⑧ 기타 (                            )

  4. 생활형태       ① 독립생활               ② 가족과 생활                ③ 동료와 공동생활         

④ 기타 (                             )    

  5. 파견단체       ① 국내단체           ② 국제단체           ③ 교회            ④ 자비후원             

⑤ 기타 (                            )               

  

 6. 활동지역       ① 동남아시아           ② 중앙아시아           ③ 서남아시아            ④ 서아시아             

                    ⑤ 동북아시아           ⑥ 동유럽               ⑦ 서유럽                ⑧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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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중동           ⑩ 북아프리카           ⑪ 중남부아프리카        ⑫ 중남미       

                    ⑬ 북미           ⑭ 기타 (                   )

 7. 근무환경       ① 수도                  ② 수도 외 도시                 ③ 시골            

④ 벽오지                ⑤ 기타 (                            ) 

  

Ⅱ. 다음은 귀하의 간호사 선교사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기입    및     √    표시해 주십

시오.

8. 국내간호사 경력                  년         개월

9. 해외 간호사 선교사로서의 총 근무연한                 년         개월

10. 주근무기관     ① 병원                            ② 클리닉                              ③ 교회               

④ 비정부기관(NGO)                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⑥ 대학           

⑦ 전문 기술 및 직업 학교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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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활동형태       ① 독자적 활동               ② 팀 활동                ③ 기타 (                    )

 

12. 국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선교사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격기준을 모두 고르세요. 

① 간호전문대학 졸업            ② 4년제 간호대학 졸업          ③ 간호학 석사             

④ 간호학 박사                  ⑤ 신학 학부                    ⑥ 신학 석사       

⑦ 신학 박사                    ⑧ 사역자 자격 있음             ⑨기타 (                         )

13. 간호사 선교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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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         

14.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된 전문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간호사 선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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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호사 선교사 직무를 위한 훈련 경험이 있다면 훈련기관과 훈련명 및 기간을 모두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        년       개월 

②                    /                    /        년       개월 

③                    /                    /        년       개월 

17. 간호사 선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는 기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개만 표기해주십시오.

      ①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                 ② 사랑/섬김          

      ③ 능숙한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④ 리더십       

      ⑤ 영어구사능력                                      ⑥ 성경에 대한 지식         

      ⑦ 현지어구사능력                                      ⑧ 기타 (                             )

Ⅲ.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간호사 선교사가 수행하리라 예상되는 세부직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업무량 (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전체업무시간 중 해당 직무가 차지하는 업무시간 )과

       중요도 ( 각 직무의 중요한 정도. 단,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임. ) 

       를 해당 칸에 √ 표시해 주시고, 이밖에 귀하가 사역지에서 수행하는 기타 업무가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단, 수행하지 않는 직무는 ‘하지않음’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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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Analysis

of Korean Christian Nurse Missionaries

Yang, Yo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work of Korean christian nurse 

missionaries who played roles as community health nurses as well as 

missionaries in global societies.

The subjects were 60 nurse missionaries in abroad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at had been sent via e-mail among those all 110 missionaries 

who could be conta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0th to 

November 15th, 2008,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method and co-relation analysis in SPSS 12.0 for windows.

   The results are followed;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divided by age, educational 

background, marital status, living type, sending or supporting body, serving 

country and physical working environment. The age mean was 39.4(± 9.38) 

ranging from the lowest of 25 to the highest of 70. Married subjects were 

33(55.9%) and singles 26(44.1%). 18% of subjects had studied nursing as well as 

theology. 13(21.7%) subjects were living by oneself, and 32(53.3%) liv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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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r co-workers. The largest number of 38(63.3%) was serving in Asian 

countries, and 9(15%) in Africa, 4(6.7%) in the Middle East, and the smallest 

number of 1(1.7%) in South America. 

2. The duty-related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by career as nurses, career as 

missionaries, workplace, and work type. Mean career as nurses before being 

sent as missionaries was 7 years and 3 months( ± 9.2) ranging from lowest 1 

year to longest 37 years. Mean career as missionaries was 5 years and 9 

months( ± 5.4). Subjects who worked for a clinic or hospital were 23(36.7%), 

for educ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school were 16(26.7%), for NGOs were 

7(11.7%), and the rest 15(25.0%) worked for miscellaneous areas including 

churches. Subjects who worked by oneself were 14(23.4%) and the rest 

46(76.7%) worked as a member of a team. 

3. 29(49%) subjects were performing 'clinic or hospital related duty', 44(73%) in 

'public health related duty' in local communities, 38(63%) in ‘school and 

education related duty’, and 51(85%) in 'christian mission related duty' among 

those 60 subjects. The highest mean of workload was that of 'christian mission 

related duty' and the lowest was that of 'public health related duty' among 

the 4 duty areas. The highest mean in importance of work was that of 

'christian mission related duty' and the lowest was that of ‘school and 

education related duty’.

4.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workload and the importance of work in each 4 duty areas was analyzed. 

Workload and the importance of work in 'christian mission related duty' were 

greater in the subject group who studied nursing only than those of the group 

who studied theology as well as nursing(p < .05) and also greater in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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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group than those of single group(p < .05). Workload was significantly 

high in 'community health related duty'(p < .01) and the importance of work 

was significantly high in 'Christian mission related duty'(p < .05) in the group 

of subjects living by oneself than those of the group living with their family 

or co-workers. There also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3 groups 

compared by their serving countries(p < .05).

5. The relationship between dut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workload and the importance of work was analyzed in each 4 duty area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load in 'community health related 

duty' and the importance of work in 'clinic or hospital related duty' compared 

by the subjects' career as nurse missionaries(p < .05). The importance of work 

in 'community health related duty' and in ‘school and education related duty’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group of subjects who had worked more than 

10 years before being sent out(p <.05) than the subjects who had worked less 

than 10 years. Workload and the importance of work in 'clinic or hospital 

related duty'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subject group who had worked 

more than 5 years(p < .05) as nurse missiona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importance of work in 'clinic or hospital related duty' 

between the 3 subject groups divided by the organization they worked for. 

This study considered meaningful in terms of providing baseline data for 

identifying and establishing the roles of christian nurse missionaries and for 

raising up the duties of nurse missionaries and suggesting detailed tasks and 

functions according to the duty areas.

Key words : Korean, christian nurse missionary, job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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