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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 개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용 병상 없이, 주치의가 요청하는 자문에 따라 학

제간 팀이 환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한 유형으로 최

근 종합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저변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제도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요 팀원인 전문간호사를 위한 업무 표준

이나 프로토콜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의 전문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문간호 수준의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토콜 개발 과정은 첫째 통합적 문헌고찰

을 시행하고, 둘째 National Consensus Project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국내 완화

케어팀 돌봄 범주, 일본 완화의료팀 업무 분류,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역할 

및 35편의 문헌을 각 범주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토콜 기본범위를 선정하였으

며, 추가로 호스피스 실습교육지침서, 간호 관련 교재,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참고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프로토콜 초안을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가 7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이를 수정, 보안하여 최종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

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의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

은 신체적 측면 간호항목 30개,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항목 14개, 사회문화적 측면

의 간호항목 11개, 실존적∙영적 측면의 간호항목 3개, 임종기 간호 항목 9개,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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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의 간호항목 4개, 돌봄 장소 결정에 관한 지원의 간호항목 4개, 가족지지 

간호항목 7개, 사별가족 돌봄 간호항목 11개와 각 간호항목의 세부사항으로 확정하였

다. 자문 및 협동 영역은 의료진과 의사소통, 의료진 지원, 팀 내 조정, 지역사회 관리

의 4개 간호항목과 12개의 세부사항으로 확정하였다.  

 

2.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

의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의사결정 지원(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 변경

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지지와 자문 및 협동 영역의 전문간호가 주요한 역할로 

조사되었다. 또한 말기 암 진단 후 의사결정의 쟁점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서 호스피

스-완화의료팀에 의뢰되므로 환자, 가족, 의료진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하고 의사소통

을 촉진하여 적극적 치료에서 완화적 돌봄으로 목표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문간호 제공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저변 확대와 향후 제

도화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암 치료가 주로 진행되는 종합병원에서 호스

피스-완화의료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를 말기 암

환자로 제한하지 말고 진행기 암환자를 포함하고, 암 치료 과정 중 환자, 가족 교육 

및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종양전문간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토콜, 전문간호사,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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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1965년 강릉 갈바리 의원을 시초로 헌신적인 

간호사와 의사, 개신교 목사 및 가톨릭 성직자 등의 주도하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Chung, Xu, & Kwak, 2005). 암으로 인한 사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와 말기 통증 및 증상 조절의 어려움, 

말기 의료비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돌봄 제공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2012). 

 2003년, 2004년 시행된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모형 개발 이후 

2005년부터 병동형 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08년 지원기관 관리 체계 

구축 및 인력 교육과정 개설, 2010년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가 포함된 암 관리법 

개정, 병동형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질 관리 등을 시행하였다(김열, 2010).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52개 기관이 

병동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그러나 병동형 완화의료기관 이용률은 아직 전체 약 7만 명의 암사망자 중 

6,564명에 해당하는 약 9%에 불과하여 미국의 41.6%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또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대상자 중 말기 암환자는 4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배종면, 공주영, 

이재란, 허대석, & 고윤석, 2010) 말기 암환자 및 가족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정적 인식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보건복지부, 2013) 호스피스-완화의료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으로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가 발생하는 급성기 종합병원 

(62.6%)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을 위해 전용 병실 없이 주치의가 요청하는 

자문에 따라 팀이 환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입을 위한 연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이하 완화케어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5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을 

통해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전인적이고 완화적인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학제간 

팀 서비스 제공 전에 비해 1주 후, 2주 후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2013년 10월에는 제도화를 

위해 ‘암관리법’ 내 제도 신설, 의료기관 평가항목 신설, 건강보험 시범수가 실시 등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완화케어팀 연구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직종 별 서비스 제공 횟수는 

간호사가 평균 6.44회로 의사 4.1회, 사회복지사 3.30회 보다 팀 내 역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구결과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상근하는 전담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하였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 현황에서 

조사된 간호사 업무 내용은 팀 구성에 따라 환자 의뢰, 초기 상담 업무, 돌봄 계획 

작성, 팀 회진, 팀 미팅, 전원 업무 등으로 병원마다 간호사의 역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임으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2003년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이후 호스피스 간호 관련 표준(유숙자 

et al., 2004), 병동형 간호(강성례, 고문희, & 최정숙, 2008; 권윤희, 송미옥, & 

김정남, 2011; 노유자, 한성숙, 용진선, 송민선, & 홍진의, 2002; 박테레지아 et al., 

2001; 정미경, 2012), 가정형 간호 (용진선, 김남초, & 강진형, 2006; 이원희 et al., 



2003; 이태화 et al., 2008),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역할(김남초 & 유소영, 2003; 

최화숙 et al., 2005)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호에 대한 지침이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호스피스 간호가 

제도화에 맞추어 전문간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 분야의 간호내용을 체계화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유숙자 et al., 2004)을 고려하면 향후 제도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의 업무 체계화 및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이고 타당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수준의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종합병원의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기반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 실무 내용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프로토콜 초안을 도출한다. 

2) 도출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프로토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확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1)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인적 의료’이다(국립암센터, 2002).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별도의 독립된 완화의료병동이 아닌 일반병동(또는 

급성기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전인적인 완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 전문가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의 다학제로 구성된 팀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치의가 요청하는 자문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환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5 

 

2012), 본 연구에서는 전용 병상 없이 협의 진료 체계하에서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칭한다(Sasahara et al., 2009). 

 

3)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Protocol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전문간호 프로토콜은 비효율적인 간호수행 과정을 근거 중심의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표준을 기반으로 자세하게 진술한 임상 실무지침으로 객관적인 임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내리게 돕는 것으로(Courtney, 2007),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인 전문간호사를 위해 개발한 실무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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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여러 유형 중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성과 및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겠다.  

 

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표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건강 체계와는 달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대상자를 돌보는 것으로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통증 및 기타 증상의 

집중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용 병동에 입원하게 하여 

운영하는 병동형, 별도의 건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만을 운영하는 독립형, 

가정으로 팀이 찾아가는 가정형이 있다(보건복지부장관, 2012). 또한 독립적인 병동 

없이 기존 입원 중이던 병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사가 속한 

임상과로 전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분산형과, 주치의가 요구하는 자문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환자를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구분한다(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세부 유형은 단지 자문에만 답을 하고 돌봄의 목표 

설정이나 결정은 전적으로 담당의료진이 결정하는 순수 자문형(Pure consultation 

mode), 의뢰한 담당의료진을 대신하여 환자 돌봄의 책임을 갖게 되는 대체형 

(Substitution mode), 환자 돌봄의 목표와 견해를 함께 공유하며 결정하는 공유형 

(Shared care mode)이 있다(Luthi & Cantin, 2010).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초기에는 순수 자문형과 대체형 운영이 가능하지만 돌봄의 목표와 견해를 공유하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공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다(Luthi & Cant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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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도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 사망이 대부분 치료를 진행하던 

급성기 병원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지난 십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Nakazawa et al., 2012).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300개 

이상의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페인에도 2004년에 이미 50여개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 Santiago et al., 2012). 일본 

역시 1990년대 병동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료보험을 적용하였으나 

암환자 사망이 일반병동에서 90% 이상 발생하면서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후 2002년부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서비스가 

국가의료보험에 적용되어 지역 암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국내에는 2013년 6월말 기준 52개 기관이 완화의료기관(병동형)으로 지정되어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그러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국내 역시 아직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약 7만명의 암사망자 중 6,564명에 해당하는 약 9%에 

불과하여 미국의 41.6%에 비해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또한 연명치료 대상자 중 말기 암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배종면 et al., 2010). 이에 따라 2011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완화케어팀 연구(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2012)를 통해 대부분(62.6%)의 말기 암환자가 발생하는 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저변 확산을 위해 종합병원 기반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제도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으로 의뢰하는 주요 사유는 일본의 21개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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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진행한 전향적 조사연구에서 통증(63%)과 불안, 우울, 슬픔, 정서적 부담 

(22%), 돌봄 장소 결정(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asahara et al., 2013). 

Dhillon등(2008)의 연구에서는 완화의료팀 상담을 요청하는 주요 사유가 통증(56%), 

섬망(34%), 호흡곤란(25%), 피로(14%), 그리고 임종기 심리사회적 이슈(12%)로 

나타났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목표 논의 및 

결정, 질병과 예후에 대한 이해도 촉진, 조절되지 않는 증상 관리, 의사결정 과정 

지원,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타 의료진 의뢰,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Coyne, & Cassel, 2012; Weissman, Meier, 

& Spragens, 2008; Zaide et al., 2013). 이 외에 호스피스 기관 전원 등 돌봄 장소 

조정에 대한 지원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Ciemins, Newman, & Harrington, 

2010; Gonsalves et al., 2011; Morita, Miyashita, Tsuneto, Sato, & Shima, 2009; 

Reville, Miller, Toner, & Reifsnyder, 2010; Sasahara et al., 2013).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성과는 서비스 전, 후 증상 정도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통증, 오심/구토 및 불안 등 증상이 개선되었으며(Bandieri et al., 2012; 

de Santiago et al., 2012), DNR을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Bell, Kuriya, & 

Fischberg, 2011; Sacco, Deravin Carr, & Viola, 2013; Zaide et al., 2013), 

호스피스기관 전원(Bell et al., 2011; Brody et al., 2010; Gonsalves et al., 2011; 

Reville et al., 2010) 및 가정으로의 퇴원(Brody et al., 2010)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들은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였으며(Casarett, Johnson, Smith, & 

Richardson, 2011; Morita et al., 2009), 팀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여 

환자와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 그들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Yang, Ewing, & Booth, 2012). 의뢰하는 의료진들은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의료진과 환자의 중재자로서 접촉점(Point of contact)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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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으며,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또한 시기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였다(Yang et al., 2012). 또한 의료진들은 완화의료팀이 복잡한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해결하기 때문에 의뢰한다고 조사되었다(C.B. 

Smith et al., 201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뢰 시기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병동형 완화의료를 

받은 사별가족이 자문형 완화의료를 받은 사별가족 보다 늦게 완화의료팀으로 

의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ita et al., 2009). Reville등(2010)은 

늦은 시기에 완화의료팀으로 의뢰되는 이유가 의뢰하는 의료진이 환자가 아직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완화의료를 

생명연장 치료와 함께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완화의료와 임종기 돌봄을 동의어로 보는 편협한 생각과(Kamal et al., 2011) 

동일한 문제로서 완화의료에 대한 비효과적인 홍보, 의료진의 잘못된 인식, 환자와 

가족이 완화의료를 거절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Reville et al., 2010). 

폐암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완화의료팀으로의 의뢰 

자체가 환자와 가족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늦게 완화의료팀으로 의뢰하게 

된다고 하였다(C. B. Smith et al., 2012). Mayo Clinic 완화의료팀은 5년간의 자료 

비교에서 점점 더 늦은 시기에 완화의료팀으로 의뢰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의뢰 

시기가 늦어질수록 환자, 가족과의 라포 형성 및 팀 중재를 통한 고통 완화의 

가능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기회도 적어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Kamal et al., 2011). 또한 말기 시기의 적극적인 암 치료가 사망률 증가, 삶의 질 

저하, 가족 만족도 감소를 초래하므로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완화의료팀으로의 의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Gonsalves et al., 201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용 병상 없이, 주치의가 요청하는 자문에 따라 

협의 진료 체제에서 의뢰한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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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Sasahara et al., 2009)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학제간 협력이 가능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초기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주간으로만 제한되기 쉽고, 전반적인 환자 돌봄을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T. J. Smith et al., 201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뢰한 의료진과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고 의뢰한 

의료진과의 공동 모임이나 교육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Luthi & 

Cantin, 2010; Nakazawa et al., 2012). 또한 전담 의료진의 존재 여부가 의뢰 건수와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병원 행정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하였다(Nakazawa et al., 2012).  

 

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사는 치료가 진행되는 급성기 병원과  

지역사회병원에서 증상 관리, 정서적 지지, 임종기 간호(Bakitas, Lyons, Hegel, 

Balan, Brokaw, et al., 2009; Leadbeater, 2013; O'Connor, Peters, & Walsh, 2008) 

및 가족지지, 퇴원계획(O'Connor et al., 2008)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환자, 가족과 생전 유언(Living will), 다섯 가지 소원(Five wishes), 

호스피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경우 삶의 질 향상 및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환자들도 이런 논의의 유익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Dyar, 

Lesperance, Shannon, Sloan, & Colon-Otero, 2012). 그리고 간호사들이 치료 결정 

및 사전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환자 돌봄 향상에 기여하여(Mahon, 

2010) 실제 환자의 삶의 질과 우울감도 개선된다고 나타났다(Bakitas, Lyons, Hegel, 

Balan, Barnett, et al., 2009).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연구에서는 완화의료 

전문간호사 이외에 진행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전문간호사가 치료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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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을 지원한 연구들도 있었다(Bakitas, Lyons, Hegel, Balan, 

Brokaw, et al., 2009; Dyar et al., 2012). O'Connor등(2008)은 의뢰된 환자의 

73%에서 완화의료 자문 전문간호사가 완화의료 의료진 중 처음 만난 전문가로서 

완화의료 자문 전문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개념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는 호스피스 간호 표준,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역

할, 업무, 기본 능력 등의 통합적인 호스피스 간호(김남초 & 유소영, 2003; 유숙자 et 

al., 2004; 최화숙 et al., 2005)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별 간

호에 대한 연구로는 병동형 간호에 대한 연구들과(강성례 et al., 2008; 권윤희 et al., 

2011; 노유자 et al., 2002; 박테레지아 et al., 2001; 정미경, 2012)  함께 가정호스피

스 간호 관련 표준, 프로토콜, 수가개발(용진선, 2008; 용진선 et al., 2006; 이원희 et 

al., 2003; 이태화 et al., 2008)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별 간

호의 기반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산재형(분산형) 간호사의 역할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김현주 et al., 2006) 이외에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국내에서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가 발생하는 종합병원 호스

피스-완화의료 저변 확산을 위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팀 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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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패널에게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최종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안의 구성을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프로토콜 초안 개발을 진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 패널 검증을 시행하여 

최종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S 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사 후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4-2013-0189).  

 

 

 

 

 

 

 

 

 

<그림 1> 연구진행 절차  

통합적 문헌고찰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프로토콜 초안 개발 

전문가 패널 검증 

최종 프로토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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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 문헌고찰  

Whittemore 등(Whittemore & Knafl, 2005)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를 통합하는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간호연구 및 교육, 실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Oh, Kang J 

Fau - De Gagne, & De Gagne).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 5단계인 문제정의, 

문헌검색, 자료평가, 자료분석, 자료제시의 개념적 기틀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1) 문제정의 

통합적 문헌고찰을 위해 연구문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특성, 효과와 전문간호사의 역할로 정하였다.   

(2) 문헌검색 

문헌검색의 대상은 국외 논문은 Pubmed, Cochrane Library, 국내 논문은 

Riss4U, KISS의 Data-base를 조사하였다. 정해진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암(cancer, 

neoplasm, carcinoma)환자, 완화의료(palliative care(Mesh term)), palliative care 

team, consultation, consult, advanced practice nursing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검색에서는 완화의료팀, 자문, 협의 등의 검색어로 검색되는 자료가 없어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호스피스, 호스피스 간호 등을 검색어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국외 자료는 최근 5년(2008년 11월 ~ 2013년 10월), 국내 

자료는 최근 10년(2003년 11월 ~ 2013년 10월)간 학회지에 개제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어 또는 한글로 보고된 자료로 제한하였다. 

(3) 자료 평가, 분석 및 제시 

본 단계에서는 문헌검색에서 검색된 최종 35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성과,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평가, 분석하여 문헌고찰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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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를 정하기 위해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에서 

palliative care를 검색어로 가이드라인을 검색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정 

질병이나 치료, 중재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이하 NCP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NCP 가이드라인은 근거중심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합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컨소시엄 5개가 2004년 공동 

개발하여 2009년, 2013년 개정되었으며 Scopus 검색에서 78회 인용되는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로 선정하였다. Smith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자문형 완화의료의 요소를 질병과 돌봄 목표에 대한 이해, 

질병과 예후에 대한 이해도 촉진, 조절되지 않는 증상 확인, 의사결정 과정 확인 및 

지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의뢰 및 처방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T. J. Smith et al., 2012).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완화의료 돌봄을 위한 

학제간 팀의 방향이 반영되어 있어서(Hospice and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 

2013) 간호사가 교육, 실무의 과정을 통해 NCP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양질의 

돌봄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Reed, 2010).  

그러나 NCP 가이드라인은 서양의 가이드라인으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배경이나 건강관리 시스템이 다름을 고려하여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한국간호평가원, 2013), 일본 완화의료팀 표준 및 업무 분류(Sasahara 

et al., 2013),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의 학제 간 

돌봄의 범주와 세부사항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통합적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문헌에 

기술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성과,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각 범주에 

따라 적용하며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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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콜 초안 개발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를 기반으로 NCP 가이드라인, 일본 완화의료팀 표준 및 업

무 분류,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 통합적 문헌고찰,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

술서, 실습교육지침서, 호스피스 간호 관련 교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론,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학술대회 자료집 

내용도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4) 전문가 패널 검증 

개발된 프로토콜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경험이 최

소 2년 이상이며 현재 실무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5명, 간호사 1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간호대학 교수 1명 등 총 7명의 전문가 패

널을 구성하였다. 각 세부사항에 대해 내용타당도 점수 (0점: 관계 없음, 1점: 관계 있

음)를 부여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 계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환산하였다.  

Lynn(1986)의 선정기준을 근거로  .80 미만인 세부항목은 삭제하기로 하고 전문가 

패널이 수정할 사항에 첨부한 의견을 참조하여 프로토콜을 수정하였다. 진행방법은 

연구자가 전문가 패널 3명과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여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

문 실무 프로토콜의 내용타당도, 수정할 사항 및 추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현장 

메모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문가 패널 4명의 내용타당도 조사 및 추가 의

견은 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정리하였다.  

5) 최종 프로토콜 확정  

전문가 패널 집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및 전문간호사 역할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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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평가 결과 

Data-base들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국외 자료 465편, 국내 자료 

260편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이 중 비 암환자, 소아, 외래형 완화의료, 병동형 

완화의료, 증상완화를 위한 중재 및 수술에 대한 문헌과 중복된 문헌을 제외하고 

국외 자료 64편, 국내 자료 20편을 선정하여 초록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자료 중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성이 있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국외 자료 

26편의 원문을 선택하였다. 국외 자료 26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자료 9편을 합쳐 총 35편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성과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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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문헌검색 과정  

 

2. 프로토콜 기본 범위의 확정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는 NCP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우선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영역의 범주를 신체적 측면, 정신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 임종기 돌봄, 윤리적∙법적 측면, 사별가족 돌봄, 

돌봄의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역할,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의 학제간 돌봄의 범주와 세부사항 및 일본 업무 분류를 비교하고 

35편의 문헌을 각 범주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며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를 수정하였다. 

<표 1>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 국내 완화케어팀 및 일본의 범주에는 문화적 

측면의 간호는 없는데 이는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은 서양에 비해 문화적 다양성이 

Identification 

 

Screening 

& 

Eligibility 

 

1. 국외자료: 465 

2. 국내자료: 260 

Pubmed(n=395), Cochrane(n=50) 

Riss4U(n=59), KISS(n=9) 

1. 국외자료: 64 

2. 국내자료: 20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 목적     

부합 여부 

Included 

Non-cancer 

pediatric 

outpatient unit 

operation 

Radiotherapy  

관련 문헌은   

제외 

1. 국외자료: 35 

 

 1. 국외자료(Pubmed, Cochrane library) 

2. 국내자료(Riss4U, KISS, NDSL) 

Keyword: 암(cancer, neoplasm, carcinoma)환자, 

완화의료(palliative care(Mesh term)), palliative 

care team, consultation, consult, advanced 

practice nursing, 호스피스, 호스피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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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는 사고, 의사소통, 행동, 관습, 신념, 가치, 인종, 

종족, 종교 및 사회적 집단을 포함하는 인간 행동의 통합된 패턴(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이므로 문화적 측면의 범주를 추가하여 사회적 측면과 통합하였다.  

NCP 가이드라인과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 일본 완화의료팀 범주의 큰 차이점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NCP 가이드라인은 모든 범주 안에 가족에 대한 돌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과 국내 연구는 가족 지지를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에도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각 영역별 직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적인 특성 및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가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 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NCP 가이드라인에서는 돌봄의 구조적 측면에서 치료 전 기간 동안의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장소 변경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돌봄 장소 변경 지원은 

주요한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통합적 문헌고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국내 자료에 독립적인 범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독립된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본 업무 분류 중 전문가 의뢰, 의료진 지지, 팀 내 조정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주요 역할 중 자문가, 협동자의 역할을 자문 및 협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자의 역할도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상담자의 역할은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지도자로서의 행정적인 역할과 연구자의 역할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환자, 가족, 

의료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할만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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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 가이드라인의 돌봄의 구조적 측면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기본 운영원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영역이나 전문간호 실무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범주가 있을 경우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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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신체적  

측면의  

간호 

 

•학제간 팀은 가장 적합한 

증거를 기준으로 통증 및 

다른 신체 증상과 이후 효

과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안전하고 시기 적절한 중재, 환자와 

가족의 질병에 대한 이해에 맞추어 

목표 설정  

•증상 사정, 치료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학제간 팀 필요 

•사정 도구, 정책, 표준 사용이  

필수적  

•신체적 증상의 지속적 사정과정 

기적 기록  

•괴로운 증상에 대한 약물, 중재,  

행동, 대체요법을 포함한 치료  

•기록으로 타 의료진에게 전달  

•마약사용의 저해요인 규명 및 주의  

•마약 사용 위험성, 규제 

 

환자의 신체적 증상관리  

•통증에 대한 치료 

호흡 곤란, 오심 / 구토, 

식욕 상실 

복부 부종 / 복수, 구강 

건조, 피로, 부종 / 림프 

부종, 졸음 

•마약에 대한 환자 교육 

•육체적 고통을 방지하기 

 

•통증 및 통증 외  

증상 완화를 위한  

돌봄  

 

자료 수집 

•건강력 수집 

•상태변화 

•신체검진하기 

•응급상태사정하기 

 

치료 및 간호중재  

수행 

•통증 완화간호 수행 

(약물, 비약물) 

약물의 종류와 작용기전, 

효능, 효과, 부작용,  

진통제 사용원칙과 방법, 

약물내성, 의존성, 투약

방법, 부작용관리 

•통증 외 완화간호 수행

(약물, 비약물) 

 

•응급처치 및 시술하기 

•응급자원 활용 및 의뢰

하기 

 

 

(Weissman et al., 2008) 

(Dhillon et al., 2008) 

(O'Connor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Bakitas, Lyons, Hegel, 

Balan, Barnett, et al., 

2009) 

(Morita et al., 2009) 

(Enguidanos et al., 

2009) 

(Reville et al., 2010) 

(Gonsalves et al., 2011) 

(Yang et al., 2012) 

(T. J. Smith et al., 2012) 

(Bandieri et al., 2012) 

(Zaide et al., 2013) 

(Leadbeater, 2013) 

 

•증상 및 부작용의 평가 및 

관리는 질병 상태에 맥락

을 맞춘다. 

 

 

•질병 맥락 안에서 신체적 증상  

치료.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환자중심 목표 설정과 관련

하여 사정함. 

•환자와 가족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문화, 인지기능, 발달단계에 고려하

여 사정 

•증상에 대한 가족의 부작용, 기능 

손상, 치료에 대한 이해사정 

•가족과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 돌봄

에 대해 교육, 지지, 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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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학제간 팀은 가장 적합한 

증거를 기준으로 환자와 

가족의 대처능력과 삶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 의학적 측면

의 돌봄을 평가하고 다룬

다. 

 

•학제간 팀에 훈련된 전문가 필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요구사정,  

정신적 질병 치료, 적응 촉진하면서 

정서적 성장, 심리적 치유, 인지  

재 구조, 미완의 업무 완성 

•지속적 사정, 기록, 도구 사용 

•환자와 가족 교육(질병, 증상,  

부작용, 치료 및 돌봄자 요구, 의사 

결정, 대처) 

•정신적 질환 치료 

•환자에게 지지가 되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심리적 측정조항을 가족교육

에 포함 

•치료선택, 의사결정에 관해 의사 

소통하고 논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즉각 효과적으

로 대응(약물, 비 약물, 대체요법  

사용) 

•규칙적인 재 사정 

•전문가 의뢰 

•환자와 구두, 비 구두, 함축적 언어 

사용하여 의사소통, 인지기능 손상 

시 주의 

•팀원 교육 

 

 

 

 

 

 

 

 

 

 

 

 

 

 

 

 

 
환자의 정신적 돌봄 및 
심리적 지지 
•섬망, 불면증, 일반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한 돌봄 
•환자와의 관계 수립 
•환자가 자신의 상태의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움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 들이도록 도움 
•편안한 환경 제공 
 
 
개인 돌봄 
•환자의 물리적 통제감 
강화 
•미래에 대한 통제감 강화 
•정체성 유지를 도움 
•희망을 유지를 도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 
완화 
•미완성 사업을 완료 
하도록 도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 

 

•치료적 관계의 형성

과 지지 

•심리적 평가의 실시 

•환자의 의사소통 도

움 및 욕구 파악 

•정서 지지적 상담 

•자살 예방 관찰 및 

상담 

•안위 중재 

•정서적 지지활동  

중재 및 참여(미술치

료, 음악치료, 아로마

치료, 웃음치료, 원예

치료 등) 

 

정신적 건강사정하기 

•정신심리적 상태 사정하

기 

•정신병리학적 상태 사정

하기 

•대처반응 사정하기 

•자아개념 사정하기 

•질병 및 죽음에 대한 인

지수준사정하기 

 

치료적 간호중재 계획, 

수행 

•감정을 표현하고 경청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이완요법 

•갈등의 해결방안 

•다양한 심리적 간호 

중재법: 

주의전환, 회상, 의미,  

치료적이고 지지적 환경, 

대처 및 대인관계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 

•희망 고취에 도움이 되

는 전략 

 

•치료적 의사소통하기 

•품위 있는 삶과 죽음교

육하기 
 

 

(Dhillon et al., 2008) 

(O'Connor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Bakitas, Lyons, Hegel, 

Balan, Barnett, et al., 

2009) 

(Morita et al., 2009) 

(Enguidanos et al., 

2009) 

(Reville et al., 2010) 

(Yang et al., 2012) 

(Bandieri et al., 2012) 

(Zaide et al., 2013) 

(Leadbea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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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사회적  

측면의 

 간호 

 
•학제간 팀은 환자와 가족
의 요구 이해, 목표 촉진, 
강점과 웰빙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의 돌봄
을 사정하고 다룬다. 

 

•학제간 팀 질병과 슬픔에 대한  

대처와 이해, 의사결정 지지 (일반적 

사항), 돌봄 목표 논의, 정서사회적 

준비,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강화함 

•훈련된 사회사업가 필요 

 

 

 

 

 

 

 

 

 

 

 

 

•사회적 지지 강화  

 

•가족과의 관계 강화  

 

 

•사회적 평가의 실시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자원의 활용 및 

연계 

•정신의학적 사회 

사업(사회조사,  

개인력 조사, 사회 

사업지도 등) 

 

사회적 건강사정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사정하

기 

•사회경제적 상태 사정하

기 

•대인관계 사정하기 

•의사소통양상 사정하기 

•지지체계 사정하기 

•가족관계 사정하기 

 

사회적 간호중재 및  

필요한 자원활용 계획 수

립 및 수행 

 

(O'Connor et al., 2008) 

(Bakitas, Lyons, Hegel, 

Balan, Barnett, et al., 

2009) 

(Leadbeater, 2013) 

•포괄적인, 인간위주의 학

제간 팀 사정은 각 환자, 

가족의 사회적 강점, 요구, 

목표를 식별한다. 

•가족구조, 기능: 역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사정 기록, 강점과 약점, 

학교 직업 여가 경제적 변화, 지리

적 위치, 거주환경, 환자와 가족의 

돌봄 요구와 능력에 대한 인지,  

의료기구, 교통, 집 구조 변경 등 

 요구, 약 및 영양 관련 접근성,  

지역사회자원 재정지원, 휴식지원 

요구, 사전의사결정, 법적 관심 

•환자, 가족의 문화 가치 장점 목표 

선호도를 반영한 계획 

•사회적 안녕, 대처기술 최대화,  

교육 가족회의 포함 

•적절한 자원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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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문화적  

측면의  

간호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각 환자,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한

다.  

 

•문화는 다차원적이고 사고, 의사 

소통, 행동, 관습, 신념, 가치, 인종, 

종족, 종교, 사회적 집단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의 통합된 패턴임 

•문화는 지대한 영향을 미침. 문화적 

인식은 인종, 종족, 국가, 이민배경, 

문화적 변용 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나이, 성별, 성 정체성, 가족상태,  

영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 인지  

능력, 글 읽는 능력을 포함 

•문화적 인식, 강점, 염려 요구를  

이끌어내고 기록 

•돌봄은 환자와 가족의 문화적 배경 

고려하여 계획 

•IDT 화적 배경 존중 

•환자와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 

•음식습관, 식을 존중 

•다양한 문화를 지원한 지역사회  

자원 확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문화
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적 능력은 모든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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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영적,  

종교적,  

실존적 

측면의  

간호 

 

•학제간 팀은 영적, 종교

적, 및 실존적, 종교적 측

면의 돌봄을 평가하고 다

룬다.  

 

•영성은 안정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환자, 가족 중심 돌봄의 

기본적인 부분 

•개인이 추구하고 표현하는 의미,  

목적이며 현재 자신, 타인, 자연,  

의미 있고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 

•모든 장소에 영적돌봄 전문가를   

포함 

•환자와 가족의 종교적, 영적 신념, 

의식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없음 

 

•영적 사정과 진단 

•영적 돌봄 계획  

수립 

•영적 돌봄 제공  

전문가(성직자)에게 

의뢰 

•영적, 종교적 서비스 

제공(성경, 법경 읽어

주기 등) 

•영적, 종교적 의식 

(예배, 미사, 법회,  

기도, 성사 등)중재 

및 참여 지원 

 

영적 상태 사정하기  

영적 고통의 개념, 종류, 

발현, 영적 요구 이해 및 

평가 

 

 

영적 간호 중재 및 필요

한 자원활용 계획 수립 

및 중재 수행 

•영적 간호중재 

•종교의식 참여 

•영적 자원 활용 

 

(Casarett et al., 2011) 

(Zaide et al., 2013) 

•과거 사정 기록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적 평가 과정

을 수행한다. 

•영적, 실존적 관심을 살피고 다른 

팀원과 공유를 위해 기록. 삶 회상, 

희망, 가치, 두려움, 의미, 목적,  

사후 신념 등 

•중재 효과 기록 재 사정 

•영적 자원의 강점 지지, 기록 

•프로토콜에 따라 사정 

•지역사회 전문가에게 의뢰 

•환자와 가족의 가치문화에 따라  

영적 이슈 뿐 아니라 삶의 마감에 

대해 지지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종교적, 영적, 문화적 의식 

특히, 환자와 가족이 원하

는 죽음 이후 관행을 촉진

한다. 

•학제간 팀은 문화와 종교에 민감한 

종교적 영적 심볼과 언어를 사용 

•환자, 가족의 종교적 영적 심볼을 

표현하려는 바람이 지지 받아야 함 

•종교적 영적 지역사회 그룹 개인, 

성직자 등과 접촉하도록 도움 

•환자 사망 후 추후 관리 

•직원도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자기 돌봄, 반영할 기회가 있음.  

근무 환경 내에 치유적 환경과 동료

의 영성을 존중 

•비영적 전문가도 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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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임종기  

간호 

 

•학제간 팀은 환자와 가족

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

족하기 위해 기호와 환자

의 증상과 징후를 인식하

고 소통한다. 

 

•임종시기 돌봄은 시기적절하고  

상세하고 집중적임 

•학제간 팀은 예리하고 집중적 돌봄

에 대한 요구를 인식 

•학제간 팀은 적절한 방법으로 임종

과정에 대한 염려, 희망, 두려움,  

기대를 끌어내고 다룸 

•환자와 가족의 선호도 가치 신념 

문화 종교를 존중하며 돌봄 제공 

•환자의 요구 인정, 가족 교육 

임종이 임박한 경우 언어 나이 특별

한 이슈에 적절하게 증상과 징후에 

대해 의사소통 

 

 

•임종과정을 설명함 

 

 

•삶의 정리과정에  

도움 제공 

•임종과정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임종과정의 생리적 

변화 및 증상관리 

(임종 후 감염관리 

포함) 

•임종 후 유가족에 

대한 지지 제공 

•병적 애도반응의  

고위험군 파악 

•임종 후 종교적  

의식 참여 

•유가족 초기 위험 

사정 

•빈소 방문 

•장례식 참여 

•화장터나 장지 동행 

 

 

임종 관련 사정하기 

•임종징후 및 증상 사정

하기 

•신체적 요구 사정하기 

•환자, 가족 심리적 요구 

사정 

하기 

•죽음준비 상태 사정하기 

 

 

임종간호  

•임종 준비하기: 유언, 

임종에 대한 가족의 준

비 

•임종 전 증상 완화 

•안위 간호 

•사후 처치  

•장례절차 

•가족의 임종간호 

 

(Dhillon et al., 2008) 

(O'Connor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Reville et al., 2010) 

(Gonsalves et al., 2011) 

(Leadbeater, 2013) 

•학제간 팀은 실제적이고 

잠재적 증상에 대해 예방

하고 치료하고, 환자와 가

족의 치료장소에 대한 선

호도 및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치료 및 절차에 

대한 요구에 대해 치료 계

획을 구현, 기록하고 실행

한다.  

•환자의 증상 사정, 사전에 가족  

준비  

•환자와 가족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

한 계획 

•환자, 가족의 목표에 적절하다면  

호스피스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의뢰에 대해  

소개 

•환자 사망 전에 부검, 장기기증 등 

예민한 의사소통이 일어남 

•환자와 가족 의견존중이 어려우면 

다른 의료진도 접근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의사소통 함  

 

•사후 돌봄은 환자와 가족

의 문화와 종교적 관행을 

존중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후 돌봄의 초점은 가족을 지지하

고 사체를 존중하면 돌보는 것임 

•사후 특별한 문화적 종교적 관례를 

법적 규정에 따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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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윤리적, 

법적  

측면의 

간호 

 
•환자 또는 대리인의 목표, 
선호도, 선택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의료서비스의 
현재 허용기준, 실천의 전
문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 
인간중심의 목표, 선호도,
선택은 치료 계획에 근거
하여 형성한다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심각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
료 중 발생하는 복잡한 윤
리적인 문제를 인식, 인정
하고 해결합니다. 
- 완화 의료의 제공은 전
문적, 주와 연방정부 법률, 
규정, 현재 인정 기준 및 
표준에 따라 발생한다. 

 

•학제간 팀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윤리, 법적 규제 측면에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가짐 

•환자의 가치, 선호도, 신념, 문화적 

고려를 가족과 협력하여 끌어냄 

•환자의 가치, 선호도에 입각하여  

성취 가능한 돌봄 목표를 논의.  

의사소통과 환자 이해 촉진을 위해  

사전의사결정 교육 

•사전의사결정 기록을 도움 

•선호도, 가치 기록하고 필요한  

처방을 함. 환자 이동 시 다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  

•환자의 선호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기록, 공유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 능력,  

대처 능력 사정. 성인의 결정 능력

에 따라 가족의 참여 수준 결정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이전 의사 확인 

•대리인 결정 시 환자의 선호도,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여 조언 

•전문적 조언을 구하도록 격려 

 

•치료 보류 및 중지, 연명치료 거부, 

말기 수면제 사용 등 윤리적 딜레마

를 예방, 의식하고 해결 

•학제간 팀에게 기본적 윤리원칙에 

대해 교육 필요 

•윤리의 원칙인 이익, 개인의 의사 

결정, 정의, 악행금지 준수 

•기록 

•윤리 자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의뢰  
•정부규제, 표준에 맞추어 돌봄 제공 

 

 

 

 

 

 

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지 

환자의 의사결정 지지 

•예후 고지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사정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및 코디네이션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량 역할  

 

•사전의료결정서  

작성의 안내 및 작성 

지원 

•DNR 요청서 안내 

및 작성 지원 

•사전돌봄 계획 수립

에 대한 자문 제공 

•환자에게 제시된  

치료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무의미한 의료행위

에 대한 환자와 가족

의 이해 정도 파악과 

의사소통 

•의사 조력자살과  

안락사 요구에 대한 

치유적 의사소통 

제공과 미 충족 요구

의 파악 

•완화의료에 대한  

안내 

 

•말기환자와 가족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하기 

•말기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하기 

•말기환자, 가족의 자율

성을 옹호하기 

•팀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돕기 

•호스피스와 관련된 법적 

지침, 쟁점, 규정을 비치, 

요구, 수행하기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Weissman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Bakitas, Lyons, Hegel, 

Balan, Barnett, et al., 

2009) 

(Mahon, 2010) 

(Bell et al., 2011) 

(Gonsalves et al., 2011) 

(Casarett et al., 2011) 

(Yang et al., 2012) 

(T. J. Smith et al., 2012) 

(C. B. Smith et al., 

2012) 

(Bandieri et al., 2012) 

(Dyar et al., 2012) 

(Sacco et al., 2013) 

(Zaid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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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지역사회 자원 관리를 통

해 완화의료의 최상위 질

을 보장합니다. 

(돌봄의 일반적 측면) 

 

 

•다른 장소로 이동 시 특별한 주의 

필요 

•치료와 돌봄 장소의 대안을 분명히 

기록, 의사소통 되어야 함 

•치료 전 기간 동안 돌봄의 연속성

을 지지, 촉진 

•양질의 돌봄 유지를 위해 호스피스

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과 관계  

유지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기관,  

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

뢰는 환자와 가족 동의 하에 진행 

•완화의료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적절한 지역사회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이 기관들이 

조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논의,  

의뢰를 촉진 

•각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 돌봄에 포함된 의료진들 사이

의 구두, 서면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 수립 

•가능하다면, 각 기관들은 다른 팀들

과 모임을 갖고 환자와 가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적 의사소통, 협력, 

돌봄의 통합에 참여 

 

 

 

 

 

 

 

 

 

 

 

 

 

 

 

돌봄 장소 결정에 대한 

지원   

•선호도 및 조정을 재확인: 

환자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조정, 가족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조정 

 

퇴원시기 조정  

•가정 환경을 평가, 변경 

또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잇도록 의료 절차를 조정,  

•환자가 집에서 지내기 어

려운 경우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로 의뢰  

•퇴원 후 담당자 확인 

•완화의료병동 전송 시기의 

적절성 확인 및 조정  

 

•완화의료서비스  

체계의 설명 제공 

•전원 가능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의 안내 

및 전원 중재 

•환자, 가족이 원하는 

돌봄을 구체화하여 

퇴원계획에 반영하고 

조절 

•퇴원과 관련된  

환자, 가족, 병원 간 

갈등의 최소화 

하기 위한 의사소통 

•가정간호 또는 가정

호스피스 팀 소개 및 

연계 

•퇴원 시 재택 돌봄

에 요구되는 장비,  

기구 등의 구입, 대여 

중재 및 사용법 교육 

•퇴원 후 급변 또는 

응급상황 시 대처 법 

등 예방적 교육 및 

자료 제공 

 

•자문 의뢰하기 

•대상자 의뢰하기 

 

 

(Weissman et al., 2008) 

(O'Connor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Morita et al., 2009) 

(Enguidanos et al., 

2009) 

(Brody et al., 2010) 

(Reville et al., 2010) 

(Bell et al., 2011) 

(T. J. Smith et al., 2012) 

(Bandieri et al., 2012) 

(Nakazawa et al., 2012) 

(Dya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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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가족지지 

 

없음 

 

없음 

 

가족지지 

•포괄적 평가: 가족의 가장 

큰 염려를 확인  

•정서적 지원: 가족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감정을 받

아줌 /환자를 치료하는 방

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 

•가족의 부담에 대한 돌봄: 

가족의 부담 평가 

 

•가족요구의 평가 

•가족의 환자 상태에 

대한 이해 수준 평가 

및 정보제공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간병 

부담 사정 

•가족 내 갈등 요소

의 파악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가족회의 개최 

•돌봄의 역할분담과 

교육 제공 

 

 

•가족교육하기 

(요구사정, 우선 순위 

 설정, 계획수립, 자원 

확인, 교육개발, 수행) 

 

 

(Weissman et al., 2008) 

(O'Connor et al., 2008) 

(Sasahara et al., 2009) 

(Morita et al., 2009) 

(Enguidanos et al., 

2009) 

(Casarett et al., 2011) 

(T. J. Smith et al., 2012) 

(Bandieri et al., 2012) 

(Zaide et al., 2013) 

 

사별  

가족 

돌봄 

 

•완화의료의 핵심 구성 요

소는 요구도 평가를 기반

으로 환자, 가족에게 슬픔 

및 사별 프로그램이다.  

(정신심리적 측면에서 분

리)  
 

 

•진단 시부터 상실, 슬픔에 대해  

사정, 재 사정 

•입원 시 가족의 복합적인 슬픔,  

사별, 합병증을 규명 

•복합슬픔일 경우 집중 심리지지와 

의뢰 필요 

•사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

하여 직원, 봉사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슈퍼비전 제공, 직원의 슬픔  

대처 지원 

•사별관리는 최소 12개월 동안 제공 

•학제간 팀은 발달, 문화, 영적 요

구, 가족의 선호도에 따라 슬픔지지 

 

 

없음 

 

없음 

 

사별가족 사정하기 

•슬픔 사정하기 

•역동 사정하기 

•대처반응 사정하기 

•의사소통양상 사정하기 

•비정상적인 슬픔 사정 

하기 

•상태 사정하기 

사별가족 중재 및 필요한 

자원활용계획 수립 및 수

행 

•신체적 돌봄 수행 

•지지모임 활용 

•상담 

•의미요법 적용 

•재적응 돕기 

•사별가족 건강증진 

•돌봄 제공자 교육하기 

 

(Bandieri et al., 2012) 

(Zaide et al., 2013) 

•사후에 즉시 사별가족 돌

봄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문화적 영적 슬픔을 사정에 

기초하여 사후 사별관리를 진행 

•임종 후 지지와 종교적 관례와  

장례절차, 매장 계획에 팀원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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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 기본 범위 선정 비교 틀(계속)    

범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Quality Palliative Care 
(National Consensus Project, 2013) 

Palliative Care Team 

Activity in Japan 
(Sasahara et al., 2013) 

완화케어팀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201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간호인력평가원, 2013) 

통합적  

문헌고찰  

 
완화의료팀의 기본 가이드라인(운영 원칙, 기본) 직원지지 및 팀 내 조정 없음 

조정∙협동자,  

지도∙변화촉진자, 

연구자 역할 

 

 

돌봄의  

일반적  

측면 

 

•환자와 가족의 포괄적이고 시

기 적절한 학제 간 평가가 치료 

계획의 기초를 형성한다 

 

 

 

 

 

 

 

 

•돌봄 계획은 확인되고 표현된 

선호도, 가치, 목표, 그리고 환

자와 가족의 요구 사항을 기반

으로 하며, 전문가의 지도와 환

자 가족의 의사 결정을 지원을 

통해 세워진다. 

 

 

 

 

 

 

 

 

 

 

 

 

 

•학제간 팀은 환자와 가족의 치

료 계획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제간 팀이 완화사정, 기록 

•초기 전반적 사정 

•초기평가 

•질병상태, 예후, 동반 질환 

 정신적 문제 등 사정 

•환자와 가족의 질병인지 사정 

•삶의 질 요소, 신체, 심리,  

사회, 영적 돌봄 

•사정은 규칙적으로 간격을  

두고 의미 있는 변화에는 수정 

 

•지속적인 사정, 환자가족의  

목표 반영 

•학제간 팀과 환자, 가족, 다른 

전문가, 지역사회, 학교, 영적 

지도자와 협력 

•돌봄 목표변화는 환자, 가족의 

선호도와 요구에 기초 

학제간 팀은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지지, 발전 시행. 

교육시행. 다른 장소로 이동 시 

특별한 주의 필요 

•치료와 돌봄 장소의 대안이  

분명히 기록, 의사소통  

되어야 함 

•치료결정은 환자와 가족, 학제

간 팀에 의해 세워진 목표에 

근거하여 치료 결정 

•대체보완요법도 돌봄에 포함 

 

•학제간 팀에 의한 완화의료 

•전문가 인력 

•24시간 7일동안 돌봄에 접근 

가능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팀도 정기적으로 삶의 질,  

 

전문가에게 의뢰  

 

의료지 지지  

•종합 평가 

•지역 사회, 기관에서 직원 

간에 정보를 공유 

•직원 교육 

•직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기관, 단위, 직원에 대한 

평가 

 

팀 내 조정  

•팀 구성원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팀 구성원 업무의  

균형을 사정하고 조정  

  

조정, 협동 

•사례 관리하기 

•자문 제공하기 

•자문의뢰하기 

•대상자의뢰하기 

•협동관계 구축 및 유지

하기 

 

지도자 

•팀 구성원 교육하기 

•기획 및 조직하기 

•.정보 관리하기 

•.인력 관리하기 

•팀 구성원, 자원봉사자 

•시설 및 자원 관리하기 

•재정 관리하기 

•환경안전 관리하기 

•감염 관리하기 

•홍보하기 

 

연구 

•이론 실무에 적용하기 

•연구 수행/참여하기 

•연구결과 실무적용하기 

 

전문직 발전 참여 

•실무표준 개발하기 

•.간호의 질 관리하기 

•관련 정책개발 참여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 시키기 

 

(Sasahara et al., 2009) 

(Enguidanos et al., 

2009) 

(Luthi & Cantin, 2010) 

(Yang et al., 2012) 

(T. J. Smith et al., 2012) 

(Nakazawa et al., 2012) 

(Zaid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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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훈련된 자원 봉사자를 감독 하

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학제간 팀에 교육, 훈련 및 전

문적 개발을 위한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한다.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질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조직의 복잡성

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개발 및 실행하며 완화의

료 성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완화의료 프로그램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팀원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치료가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

은 가능한 환자와 가족의 선호

도, 요구, 상황을 충족해야 한

다. 

인력, 정책 논의  

 

•자원봉사자 관리 

 

 

 

 

•학제간 팀원의 교육, 훈련,  

전문적 발전 지지 

 

 

•질 관리, 완화의료 성과와  

조직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치명적 질환 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학제간 팀원의 정서

적 영향 인지, 직원 지지 필요 

 

 

 

•신체적 환경은 환자와 가족의 

선호도, 요구, 상황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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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출된 프로토콜 초안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 초안은 선행 단계에서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로 정한 전문가적 간호 실무, 교육, 자문 및 협동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의 범주는 신체적 측면의 간호, 정신심리적 측면

의 간호,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간호, 임종기 간호, 윤

리적∙법적 측면의 간호와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 지지, 사별 돌봄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구분은 평가와 간호 제공으로 분류하고 간호항목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NCP 가이드라인, 일본 완화의료팀 업무 분류,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 통합적 문헌고찰,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실습교육지침서(교육기관협의회, 2007), 호스피스 간호 관련 교재(가톨릭대학교, 2006; 

김현숙 et al., 2010),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론(보건복지부장관, 2012), 가정 호스피스 

연구개발결과보고서(이원희 et al., 2003),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학술대회 

자료집(서민정, 2012) 내용도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세부 개

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측면의 간호는 위의 자료들을 

근거로 통증 평가, 약물요법, 비 약물요법, 통증 외 증상간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30

개의 간호 항목과 23개의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비약물적 요법 중 바이오 피드백은 

임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요법이라 제외하였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사

는 직접적인 간호수행의 비중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 요법 적

용이나 통증 외 증상간호는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는 

국내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와 실습지침서에는 심리사회적 간호가 통합되어 있어 이

를 정신심리적 측면은 14개 간호항목과 31개의 세부사항을, 사회문화적 측면은 10개 

간호항목과 11개의 세부사항으로 분리하여 개발하였다. 영적∙종교적∙실존적인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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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간호 항목과 18개의 세부사항, 임종기 간호는 9개 간호 항목과 25개의 세부사항, 

사별가족 돌봄은 10개 간호항목과 17개의 세부사항으로 세부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윤

리적∙법적 측면과 가족지지에 속하는 간호는 정신심리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도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각각 4개 간호 항목과 11개의 세부사항, 7

개 간호항목과 19개의 세부사항으로 정하였다.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은 직

무기술서, 실습지침서, 호스피스 간호 교재 등에서 다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주로 급성

기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상 중요하며 국내 완화케

어팀 연구 및 일본 완화의료팀 업무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도 4개의 간호 항목

과 11개의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 전 평가에는 3개의 간호항목으로 교육 제공에는 3개의 간

호항목과 6개의 세부사항으로 정하였다.   

자문 및 협동 영역에는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1개의 간호항목과 4개의 세부사항, 

의료진 지원에 1개의 간호항목과 1개의 세부사항, 팀 내 조정에 1개의 간호항목과 3

개의 세부사항, 지역사회 관리에 1개의 간호항목과 2개의 세부사항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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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출된 프로토콜 초안: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 

범주 구분 간호 

 

1. 신체적 측면의 

간호 

 

1-1.통증 평가 

a.통증의 양상을 평가한다.  

b.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c.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d.통증 완화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를 평가한다. 

e.통증 치료의 과거력을 평가한다. 

f.통증조절의 장애요인(환자, 가족, 의료인)을 평가한다. 

 

1-2.약물요법  

적용 

a.약물요법의 원칙을 따른다. 

b.서방형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c.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d.보조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e.통증교육을 시행한다.  

 

1-3.비약물적  

요법 적용 

a.통증조절을 위한 협의진료 의뢰를 제언한다.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b.물리치료적 통증조절(냉/온열요법, 마사지)를 제공한다.  

c.심리사회적 통증조절을 시행한다.  

d.이완요법을 시행한다. 

e.각종 요법을 시행한다. 

1-4.통증 외 증상 

간호 

a.소화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b.호흡순환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c.비뇨생식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d.신경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e.근골격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f.피부와 점막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g.혈액학적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h.의식수준의 변화 관리를 지원한다. 

i.응급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j.창상 관리를 지원한다. 

k.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l.림프부종 관리를 지원한다. 

m.수면장애 관리를 지원한다. 

n.피로와 허약감 관리를 지원한다. 

 

2.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2-1.심리적 평가 

a.요구의 내용과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b.정서 상태의 변화 정도와 반응을 평가한다. 

c.대처 반응을 평가한다 

d.정신병리학적 증상을 평가한다.   

e.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2-2.심리적 간호 

 

 

 

 

 

 

 

 

 

 

 

 

 

a.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b.불확실성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c.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d.이완 요법을 실시한다.  

e.주의 전환기법을 적용한다.  

f.회상 요법을 적용한다. 

g.치료적 환경을 적용한다. 

h.죽음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i.희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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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출된 프로토콜 초안: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계속) 

 

범주 구분 간호 

 

3.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 

 

3-1.사회문화적 

평가 

a.사회경제적 평가를 한다.  

b.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c.가족의 부담감과 소진을 평가한다.  

d.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e.문화적 배경을 평가한다.  

3-2.사회문화적 

간호 

a.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b.치료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e.가용 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한다. 

f.문화배경을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한다.  

4. 영적∙종교적∙ 

실존적 측면의 간호 

 

4-1.영적 평가 a.영적 고통 및 요구를 평가한다.  

4-2.영적 간호 
b.영적 안녕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c.적절한 영적, 종교적 자원을 활용한다. 

5.임종기 간호 

 

5-1.임종 전 평가 
a.임종 증상과 징후를 확인한다.  

b.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확인한다.  

 

5-2.임종 전 간호 

a.신체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b.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c.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d.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한다. 

5-3.임종 후 간호 

a.임종 직후 사후 처치를 지원한다.  

b.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장례절차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c.장례예식을 지원한다.  

6.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6-1.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a.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6-2.의사결정  

과정 지원 

a.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유도한다. 

b.제시된 치료선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c.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결정과정을 지원한다.  

7.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7-1.돌봄장소  

변경을 위한 평가 

a.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7-2.돌봄장소  

변경 지원 

b.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c.돌봄장소 변경에 대한 환자, 가족, 의료진의 의견을 조정

한다.  

d.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다.  

8.가족 지지 

 

8-1.가족 평가 

a.가족의 요구를 평가한다. 

b.가족 체계를 평가한다. 

c.가족대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한다. 

8-2.가족 지원 

a.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b.심리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d.필요로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9.사별 가족 돌봄 

 

9-1.사별 가족  

평가 

a.신체적 상태를 평가한다. 

b.심리적 상태를 평가한다. 

c.사회적 상태를 평가한다. 

d.영적 상태를 평가한다. 

e.비정상적 슬픔반응, 애도양상을 평가한다. 

f.지지체계를 확인한다. 

9-2.사별 가족  

간호 

a.사별가족과 접촉한다. 

b.사별가족을 상담한다.  

c.사별가족모임을 주관한다 

d.자원,지지체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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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은 직접간호 비중이 적은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사의 역

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교육 전 평가, 교육 제공의 항목으로 정하였으며 교육 내용

은 전문가적 간호 실무의 모든 범주를 포함한다.  

<표 3> 도출된 프로토콜 초안: 교육 영역 

범주 구분 간호 

교육 영역 

교육 전 평가 

a.환자, 가족의 교육 요구도 및 문제를 평가한다.  

b.팀 구성원의 교육 요구도를 평가한다. 

c.의료진의 교육 요구도를 평가한다. 

교육 제공 

a.환자,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b.팀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c.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자문 및 협동 영역은 환자와 가족 이외에 의뢰한 의료진과 의뢰할 지역사회 의료진

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상 환자와 가족에게 양질

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문간호사의 역할이다. 이 영역은 

의료진과 의사소통, 의료진 지원, 팀 내 조정 및 지역사회기관 관리의 4개 간호 항목

을 포함한다.  

<표 4> 도출된 프로토콜 초안: 자문 및 협동 영역 

범주 구분 간호 

자문 및 협동  

의료진과 의사소통 a.의료진과 의사소통 한다.  

의료진 지원 a.의료진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팀 내 조정 a.팀 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관리 a.지역 호스피스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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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토콜의 전문가 패널 검증 결과 

1) 프로토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개발된 프로토콜 내용타당도(Lynn, 1986)를 7명의 전문가에게 검증한 결과 전체  

CVI는 .99였으며 개별 항목 중 임종기 간호의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히고 자세

를 잡은 후 의치가 있을 경우 껴준다.’ 1개의 세부항목 CVI  .71이어서 삭제하였다.   

<부록1> 그밖에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적 실무 간호 영역 

• 신체적 측면의 간호: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사의 직접 간호가 적

어서 약물요법 적용과 통증 외 증상조절 간호항목을 ‘제언한다’나 ‘지원한다’로 기술하

였으나 실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중이 적더라도 직접 ‘투약한다’와 ‘관리한다’

로 수정하였다. 이완요법이나 각종요법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전문

가나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로 수정하였다.  

•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정서상태의 변화 정도와 반응을 평가한다.’ 간호항목에 

무력감, 무망감, 무가치함, 고독, 분노, 절망, 우울, 수치심, 죄책감, 자괴감을 추가하였

고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간호항목을 ‘적극적 경청의 기법으로 

재진술, 바꾸어 말하기, 초점 맞추기, 반영, 요약, 질문, 직면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였

다. 세부항목 중 ‘느끼는 감정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환기시

킨다.’는 ‘자신의 생각, 감정, 기대에 대해 언어적, 비언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분노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관심 있는 태도로 접근한다.’

는 ‘부정적 감정의 경우 이를 표현함으로써 정화를 경험하게 한다.’로 수정하였다. ‘불

확실성에 대처하도록 돕는다.’의 세부항목인 ‘치료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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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현재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로 수정하고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담당 의료진을 연계한다.’를 추가하였다. ‘이완요법을 실시한다.’는 ‘이완요법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로 수정하였다.  

•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 ‘가족의 부담과 소진을 평가한다.’ 세부항목에 ‘감정이입’

을 ‘공감’으로 수정하고 ‘경제상태’를 추가하였다. 간호항목에 ‘사회문화적 요구를 평

가한다.’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의 세부항목을 ‘사회적 

고통을 표현하게 한다.’에서 ‘사회적 고통을 표현하게 하고 수용과 지지를 제공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가용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한다.’ 세부항목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한

다.’를 추가하였다. ‘문화배경을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한다.’의 세부

항목 중 ‘감정이입, 비판적이지 않은 접근, 신체접촉, 시선’을 ‘공감, 중립적 접근, 문

화에 맞는 신체접촉, 시선’으로 수정하였다.  

• 실존적∙영적 측면의 간호: 측면이라는 범주를 종교적 간호가 영적인 간호 안에 포

함된다는 의견에 따라 실존적∙영적 측면의 간호로 범주 제목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구분도 실존적∙영적 평가와 간호로 수정하였다. ‘영적 고통 및 요구를 평가한다.’ 세부

항목에서 ‘정서상태, 태도, 행위 중 비언어적 행위, 삶의 의미와 관심, 종교활동 등 언

어적 행위, 대인관계, 종교적인 물건’을 삭제하고 ‘평안에 대한 요구, 죽음 수용에 대

한 요구의 결핍 정도와 나타나는 행동’을 추가하였다. ‘적절한 영적, 종교적 자원을 활

용한다.’ 세부항목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앞에 ‘자신의 종교에 따라 환

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로 수정하였다.  

• 임종기 간호 측면: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확인한다.’ 세부항목에 ‘임종장소, 임종 

준비 정도’를 추가하였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간호항목을 ‘심리적 간호를 

제공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세부항목에 ‘임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를 추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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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종 직후 사후 처치를 지원한다.’에서 ‘의학적 장비, 튜브를 제거한다.’를 ‘카테터 

제거를 돕는다.’로 수정하였다. ‘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

록 돕는다.’ 세부항목 중 ‘환자의 사망시간을 알린다.’ 앞에 ‘의사에게 확인하여 환자

의 사망시간을 알린다.’로 수정하였고 ‘종교에 따른 의식 진행을 돕는다.’를 추가하였

다.  

• 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항목에 ‘환자, 가

족,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 요구를 확인한다.’, ‘의사결정 시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자

와 연결한다.’를 추가하였다.  

•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선호도’와 함께 ‘연고지’를 추가하였으며 ‘돌봄 

장소 변경에 대한 환자, 가족, 의료진의 의견을 조정한다.’를 ‘돌봄 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다.’로 수정하였다. 세부항목의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환자, 가족, 의료진 갈등 시 이를 최소화한다.’로 수정하였다.  

• 가족 지지: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감소시킨다.’ 세부항목 중 ‘가족에게 휴식간호

를 제공한다.’를 ‘가족에게 휴식간호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로 수정하고 

‘가족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를 추가하였다. ‘심리적 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세부항목에 ‘가족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지한다.’를 추가하였다.  

• 사별 가족 돌봄: ‘사별 전 위험도를 평가한다.’를 간호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사회적 

상태를 평가한다.’에 ‘경제적 상태’도 추가하였다. ‘사별가족을 상담한다.’ 사회적 평가 

항목의 ‘자신감 저하’를 심리적 상태 평가 요소로 변경하였으며 ‘신의 부재’는 막연한 

표현이라 ‘신의 부정’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정상적인 사별 후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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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영역 

교육 영역에서 각 간호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 계수는 1.0으로 높았으나 그룹토

의를 위해 모였던 3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전문가적 간호실무 영역에 실제 교

육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 영역

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매우 중요도가 높은 영역

이라고 모두 강조하였다.  

(3) 자문 및 협동 영역 

마지막으로 자문 및 협동 영역에서는 ‘의료진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의 세부항목에 ‘의료진의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와 ‘팀원의 영적 지지를 한다.’를 추

가하였다. ‘팀 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팀 내 조정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담

당한다.’로 세부항목의 ‘팀 미팅을 한다.’는 ‘팀 미팅에 참여한다.’로 수정하였다. 

2)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역할과 관련된 전문가 패널 의견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시행한 그룹 토의 및 추가 의견에서 조사된 종합적인 의

견에 따르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가적 간

호 실무 영역의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지지와 자문 및 협동 영역이라고 확인되었다. 교육은 프로토

콜 내에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적 간호실무 영역의 간호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적 간호실무 영역의 각 범주 안에 포함시키자는 그룹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 3인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삭제할 경우 교육 영역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의 주요한 영역이라고 3인 모두 동의하였

다. 그리고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간호가 제공되고 있

는 범주는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 지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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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반면 효과적으로 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범주는 신체적 측면

의 간호와 사별가족 돌봄이라고 하였으며 신체적 측면의 간호 중 마사지, 아로마 요

법 등 각종 요법은 직접 수행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문형과 병동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사 역할 차이에 관한 조사에서는 병

동형은 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적절

한 돌봄 목표를 세우고 증상관리와 함께 생애 말기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문형에서는 말기 진단 후 의사결정의 쟁점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서 의뢰되어 환자, 가족, 의료진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

여 적극적 치료에서 완화적 돌봄으로 목표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자문 및 협동의 영

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병동형에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로 되

는 돌봄을 같은 팀 구성원인 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봉사자 등의 협조로 바로 제

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자문형에서는 전담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닐 경우 빠른 시간 내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자문형

에서는 자문, 협동, 조정 등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권한이 많기도 하지만 의뢰한 의

료진과의 협력이 쉽지 않고 병동형처럼 간호사가 24시간 병실에 상주하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두 번 병실을 방문하여 증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

상 관리가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팀 구성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전담 직원이 

아니고 겸직일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가 달라 부서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문형의 고유한 특징으로 병동형은 대부분 말기 암환자가 대상자이나 자문형은 

진행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도 의뢰가 되므로 외래 통원 치료 시기부터 입

원 중, 말기 암 진단 후 병동형 완화의료기관 연계 시기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간

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봄 장소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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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 완화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협조해야 하

기 때문에 병동형에 비해 광범위한 전문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의 필수 역량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실무 역량이 필요로 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담 기술, 의사결정 능력, 조정 

협동 능력,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 내는 민감성을 꼽았다. 또한 옹호자로서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판단 능력과 함께 환자와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진

실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 토의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가 

Caper가 제시한 간호 미학(Carper, 1978), 즉 간호의 예술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

는 영역이라는 의견에 모두 동감하며 토의를 마무리 하였다.  

 

5. 최종 프로토콜 확정  

전문가 패널 집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표 5>과 같이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 

전문가적 간호실무 영역의 간호항목을 각 범주 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측면 간호항목 

31개,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항목 14개,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항목 11개, 실존적∙

영적 측면의 간호항목 3개, 임종기 간호항목 9개, 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항목 4개, 

돌봄 장소 결정에 관한 지원의 간호항목 4개, 가족지지 간호항목 7개, 사별가족 돌봄 

간호항목 11개였다. 자문 및 협동 영역은 의료진과 의사소통, 의료진 지원, 팀 내 조

정, 지역사회 관리 4개의 간호항목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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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1.신체적 

측면의 간호 

 

1-1. 

통증  

평가 

a.통증의 양상을 평가한다.  •통증의 유형, 부위, 강도, 시간, 악화요인, 완화요인 

b.통증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측면의 영향 

c.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활동, 수면, 기분 

d.통증 완화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를 평가한다.  

e.통증 치료의 과거력을 평가한다. •투여 약물, 방사선치료 및 신경블록  

f.통증 조절의 장애요인을 평가한다. •의료인과 관련된 요인, 환자와 관련된 요인, 의료체계와 관련된 요인 

 

1-2. 

약물요법  

적용 

a.약물요법의 원칙을 따른다. •세단계 사다리, 예방적 투약, 먹는약, 보조진통제, 불면조절, 총체적 통증 조절 

b.서방형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한다. *  

c.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한다. *  

d.보조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e.통증교육을 시행한다.  •종류, 기전, 효과, 부작용, 사용원칙, 투여방법 등 

 

1-3. 

비약물적  

요법  

적용 

a.통증조절을 위한 협의진료 의뢰를 제언한다.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암성통증의 방사선 치료(전이성 뇌종양, 골 전이암, 간 전이암, 페 전이암) 

신경블록(국소마취, 신경파괴제, 교감신경블록, 체성신경블록, 척수진통 

b.물리치료적 통증조절(냉/온열요법, 마사지)를  

제공한다.  

•온열요법(진통작용, 결합조직의 신장도 증가, 근연축의 감소, 부종 흡수 촉진) 

냉요법(부종생성 감소, 진통작용, 근연축 및 경련의 감소, 염증 시 충혈 감소) 

c.심리사회적 통증조절을 시행한다.  •통증이해와 관리과정을 반복 설명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돕고 통증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고립감을 배려하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지지적인 자세를 보인다.  

d.이완요법을 시행하거나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 * 

•호흡훈련(호흡자각과 이완, 긴장이완호흡) 및 근육이완 훈련(점진적 근육이완,  

방출 단독이완, 단서통제이완, 급속이완, 응용이완) 

e.각종요법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 * •유머, 음악, 향, 미술, 명상 등 

1-4. 

통증 외 

증상  

간호 

a.소화기계 증상을 관리한다. * •구강간호, 오심과 구토, 장폐쇄, 식욕부진, 악액질, 영양, 변비와 설사 

b.호흡순환기계 증상을 관리한다. * •호흡곤란, 기침, 객혈, 천명, 흉통, 상대정맥 폐쇄 

c.비뇨생식기계 증상을 관리한다. * •요로폐쇄, 배뇨장애, 요실금, 감염, 혈뇨, 누공 

d.신경계 증상을 관리한다. * •실어증, 연하곤란, 간대성 근경련, 경련, 추체외로 증상 

e.근골격계 증상을 관리한다. * •부동, 병리적 골절 

f.피부와 점막 증상을 관리한다.* •구강건조, 구강병변, 소양증,  

g.혈액학적 증상을 관리한다. *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h.의식수준의 변화를 관리한다. * •기면, 혼돈, 혼미 

i.응급증상을 관리한다. * •고칼슘혈증, 척수압박, 상대정맥 증후군, 섬망 

j.창상을 관리한다. * •암성괴사병변, 욕창 

k.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 •식욕부진과 악액질, 탈수 

l.림프부종 관리를 지원한다. * •림프마사지, 압박치료, 운동, 피부관리, 약물 

m.수면장애 관리를 지원한다. *  

n.피로와 허약감 관리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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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2. 정신 

심리적 측면

의 간호 

 

 

2-1. 

심리적 

평가 

a.요구의 내용과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교제, 자율성, 내적 성숙,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요구, 존엄성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 요구, 인생 점검의 요구,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요구 

b.정서상태의 변화 정도와 반응을 평가한다. •상실로 인한 슬픔, 외로움, 자살의도, 불안, 무감동, 양가감정, 비현실감, 두려움, 

(무력감, 무망감, 무가치함, 고독, 분노, 절망, 우울, 수치심, 죄책감, 자괴감)** 

c.대처 반응을 평가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d.정신병리학적 증상을 평가한다.   •전반적 외모와 태도 행동,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지각장애, 사고장애 

e.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의사소통의 유형, 강점, 방해요소, 영향요인 

2-2. 

심리적 

간호 

a.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적극적 경청의 기법(재진술, 바꾸어 말하기, 초점 맞추기, 반영, 요약, 질문, 직

면)을 적용한다. *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게 한다. 

•상실에 대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준다. 

•자신의 생각, 감정, 기대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분노를 강화하지 않도록 한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정화를 경험하게 한다. * 

•울음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b.불확실성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현재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담당 의료진을 연계한다. ** 

c.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의사소통 기법이나 자기주장 기법의 필요성,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d.이완요법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자원 

봉사자를 연계한다. * 

•심호흡법을 시행한다. 

•점진적 근육이완을 시행한다. 

•향기요법을 시행한다. 

•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마사지 요법을 시행한다. 

•심상요법을 시행한다.  

e.주의 전환기법을 적용한다.  •유머를 적용한다. 

•음악을 들려준다. 

f.회상요법을 적용한다. •회상요법을 시행한다. 

g.치료적 환경을 적용한다.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h.죽음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죽음 과정을 이해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상태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유서작성을 돕는다. 

i.희망을 고취시킨다.  •단기적이며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도록 한다.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해 준다. 

•내적인 대처 자원이 고갈될 때 외적인 지지체계로 확대시켜준다.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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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3. 사회문화

적 측면의 

간호 

 

 

 

3-1. 

사회문화적  

평가 

 

 

 

 

 

a.사회경제적 평가를 한다.  

 

•직업, 경제 상태 

b.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가족관계, 대인관계, 지지체계를 사정한다.  

c.가족의 부담감과 소진을 평가한다.  •신체증상, 수면장애, 공감 감소, 사기저하, 좌절, 경제상태 

d.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의사소통 유형, 강점, 방해요소, 영향요인 

e.문화적 배경을 평가한다.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신념, 가치, 행동방식, 성 정체성, 결혼상태, 직업,  

교육 정도  

f.사회문화적 요구를 평가한다. **  

 

3-2. 

사회문화적  

간호 

 

 

 

 

 

 

 

 

 

 

 

 

 

 

 

 

 

 

 

 

 

a.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사회적 고통을 표현하고 수용과 지지를 제공한다.   

b.치료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인 관계, 재정, 지역사회 자원, 의료장비 등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환자와 가족의 갈등 해소 방안을 계획한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e.가용 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한다.  

•지역사회기관, 종교 단체 등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한다. ** 

f.문화 배경을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한다.  

•융통성, 공감, 감정이입, 중립적 접근, 모국어 사용, 문화에 맞는 신체접촉, 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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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4.실존적∙  

영적 측면의  

간호 

 

 

 

 

4-1. 

실존적∙영적 

평가 

 

a.영적 고통 및 요구를 평가한다.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미추구 요구, 용서받고자 하는 요구, 사랑에 대한  

요구, 희망에 대한 요구, 평안에 대한 요구, 죽음수용에 대한 요구의 결핍 정도와 

나타나는 행동 * 

 

 

4-2. 

실존적∙영적 
간호 

 

a.영적 안녕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함께 있어준다. 

•종교적, 영적 신념, 의식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영적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삶의 의미, 목적, 평안함, 희망을 인식하고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자신, 타인, 절대적 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예측된 위기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결단과 안녕상태 증진을 위해 진실 전체 또는 일부를 알려주거나 결정을 지연 

하도록 한다.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도록 돕는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 

 

b.적절한 영적, 종교적 자원을 활용한다. 

 

 

 

 

 

 

 

 

 

 

 

•기도생활이나 종교예식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종교의 지도자나 자원봉사자와 연결한다. 

•종교에 따른 성서, 성 음악, 상징물을 사용한다. * 

•자신의 종교에 따라 환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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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5.임종기  

간호 

 

 

 

5-1. 

임종 전  

평가 

 

a.임종 증상과 징후를 확인한다.  

 

•가래 끓는 소리, 배뇨곤란, 통증, 불안, 호흡곤란, 구역과 구토, 발한, 신음, 의식

상실(임종 48시간 전 주요 증상)  

b.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확인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 임종과정에 대한 염려, 희망, 두려움, 기대 

•시신기증, 장기기증, 임종장소, 임종준비 정도 * 

 

 

5-2. 

임종 전  

간호 

 

a.신체증상을 관리한다.  

 

•통증, 호흡계 증상(호흡곤란, 호흡계 공황발작, 심한 급성 협착음, 가래 끓는  

소리, 소음성 빈 호흡), 구역과 구토, 섬망, 근육경련 및 발작, 의식상실,  

배뇨곤란, 출혈 

b.심리적 간호를 제공한다. * •임종과정에 대한 염려, 희망, 두려움, 기대를 표현하도록 한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한다.  

•환자의 말과 무언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미를 찾는다.  

•임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 

c.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종교, 문화적 배경, 가치를 존중한다. 

•종교에 따른 의식을 하도록 돕는다.  

•원할 경우 성직자를 연결한다.  

•음악, 종교서적, 상징물 등을 가져오도록 격려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함께 있어 준다.  

d.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명료하게 설명한다. * 

•임종관련 증상 및 임종 전, 가족의 할 일을 교육한다. 

•가족이 환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별의식을 통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5-3. 

임종 후  

간호 

 

a.임종 직후 사후 처치를 지원한다.  

 

•환자와 가족을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 

•사후 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카테터 제거를 돕는다. * 

•새어 나오는 상처에 드레싱하고 실금에 대비해 기저귀를 대어준다.  

•가족들이 고인을 위해 옷을 입히거나 시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한다.  

b.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장례절차를 준비 

하도록 돕는다. 

•의사에게 확인하여 환자의 사망시간을 알린다. *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설명하고 가족에게 시간과 장소를 배려한다. 

•퇴원수속 절차 및 영안실 안내, 사망진단서에 대한 설명한다. 

•종교에 따른 의식 진행을 돕는다. ** 

c.장례 예식을 지원한다.  •빈소, 화장터나 장지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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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6.윤리적∙  

법적 

측면의 간호 

 

6-1.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a.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신념과 가치관을 확인한다. 

•환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의견을 확인한다 

•의사결정 할 사안에 대한 요구, 이해 정도를 파악한다. 

•환자, 가족의 의사결정능력과 주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한다.   

•환자, 가족,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요구를 확인한다. ** 

 

 

6-2. 

의사결정  

과정 지원 

 

a.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유도한다. 

 

•면담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율성을 옹호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b.제시된 치료선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결정에 대한 느낌, 갈등, 의견 등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무비판적으로 경청한다. 

c.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결정과정을 지원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학적 상태, 중재, 위험성 및 이점 등)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의사결정 영역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대리인 결정 시 환자의 선호도와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여 조언한다. 

•의사결정 시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자와 연결한다. ** 

•환자, 가족,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지원한다. ** 

    

7.돌봄장소

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7-1. 

돌봄장소  

변경을  

위한 평가 

a.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연고지와 선호도를 확인하고 퇴원계획에 반영한다.  

•의료적 상태, 가정환경 및 가족여건, 지역사회기관이나 의료기관 의뢰, 퇴원 후 

연결 

•의료진(가정간호 또는 가정호스피스)등을 확인한다. 

 

7-2. 

돌봄장소  

변경  

지원 

 

b.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서비스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돌봄에 요구되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증상관리 및 응급상황 시 대처 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c. 돌봄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다. *  •환자, 가족, 의료진 간 갈등 시 이를 최소화한다. * 

•담당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돌봄 장소 변경 시점, 장소에 대해 조정한다. 

•기관 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있을 경우 적절한 이동시점을 판단하여 조정

한다. 

d.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다.  

 

•장소 변경 시 다른 기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선호도, 가치를 전달한다. 

•요양장소가 변해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도록 지역 병원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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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8.가족지지 

 

 

8-1. 

가족평가 

 

a.가족의 요구를 평가한다. 

 

•환자상태에 대한 이해 수준, 감정, 기대를 확인한다. 

•의료서비스, 증상조절 및 간호, 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다.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적 고통을 확인한다. 

•간병 부담을 확인한다. 

•가족 내 갈등 요소를 확인한다. 

b.가족 체계를 평가한다. •가족 구조, 역할, 응집력, 가족 내 의사결정 양상 등 

c.가족 대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한다. •의료상황, 생의 주기, 문화적 가치와 신념, 과거의 질병 및 죽음 경험 등 

 

 

 

8-2. 

가족지원 

 

a.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가족에게 휴식간호를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연계한다.  

•가족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가족들이 환자 돌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심리적∙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가족의 문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가족의 변화된 역할과 추가된 책임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가족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가족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지한다. **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예후고지에 대한 가족간의 의견 조율을 돕는다. * 

•가족회의를 주관한다. 

d.필요로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상태 및 예후, 말기통고, 처치, 가용자원 및 의료서비스 등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한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활동이나 적응 기술을 익히게 돕는다.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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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9.사별 가족 

돌봄  

 

 

9-1. 

사별가족  

평가 

 

a.사별 전 위험도를 평가한다. ** 

 

b.신체적 상태를 평가한다. •수면, 영양상태, 가슴통증 및 답답함, 심계항진, 피로, 고인의 증상과 동일한  

증상 등 

c.심리적 상태를 평가한다. •부정, 무감각, 의미상실, 걱정,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 슬픔, 외로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허전함과 공허감, 자신감 저하 * 

•인지력 장애, 환청, 환각 등 

d.사회경제적 상태를 평가한다. •무관심, 의존감 요구 

•관계 위축, 사회적 철회, 역할의 변화, 고인의 지위에서 얻었던 사회적 정체감 

상실  

•자녀양육 문제 

•재정적인 문제 

e.영적 상태를 평가한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 절망, 자살시도, 죄의식, 자책, 삶의 의미상실  

•신을 향한 원망, 신의 부정*, 내세에 대한 의심  

f.비 정상적 슬픔반응, 애도양상을 평가한다. •예기치 못한 상실 증후군, 의존적 슬픔, 모순된 슬픔 증후군, 슬픔 부재, 만성 

슬픔, 억제된 슬픔  

g.지지 체계를 확인한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종교적 지지 등 

 

 

 

9-2. 

사별가족  

간호 

 

a.사별가족과 접촉한다. 

 

•전화, 편지, 방문 등 

b.사별가족을 상담한다.  •슬픔에 대한 표현을 경청한다.  

•사별은 고통스럽다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돕는다.  

•고인을 잘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활동을 격려한다.  

•가족 상호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정상적인 사별 후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c.사별 가족 모임을 주관한다 •추모모임, 자조 집단모임 

d.자원, 지지체계를 연결한다 

 

 

 

•실질적인 도움(가사, 행정적 도움, 유품 정리, 애도행사 등)을 제공한다.  

•사회활동 참여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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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프로토콜 (계속) * 수정 사항, ** 추가 사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자문 및  

협동 

 

 

 

의료진과 

의사소통 

  

a.의료진과 의사소통 한다.  

 

•의뢰한 의료진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 한다.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의사와 타 전문가의 개입 필요성을 사정하고 조정한다. 

•의뢰한 의료진과의 면담 및 미팅에 참여한다. 

 

 

의료진 지원 

 

 

a.의료진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의료진의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의료진을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팀 내 조정 

 

a.팀 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팀원간에 문제를 공유한다. 

•팀 구성원 간 역할을 규명하고 조정한다. * 

•팀 미팅에 참여한다. *  

•팀원의 영적 지지를 한다. ** 

 

 

지역사회  

관리 

 

a.지역 호스피스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지역 호스피스기관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지역 호스피스기관에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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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

토콜 개발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해석하고 제한점에 대해 

논하겠다.  

기존 NCP 가이드라인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다학제팀

이 어느 유형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의 완

화의료 서비스 유형별 세부항목과 일본의 완화의료팀 업무 분류 역시 자문형 호스피스-완

화의료 다학제 팀원을 위한 지침이다. 일본의 경우 활동 매뉴얼에 간호사의 주요 역할로 증

상 사정 및 관리, 환자의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지원, 의사결정 지원, 요양장소의 선택과 연

계, 가족지원, 팀 활동 관리 등의 간략한 업무 내용 정도만 기술되어 있으나(한국호스피스완

화의료학회, 2012) 본 연구에서는 범주 별 간호항목과 세부사항처럼 상세한 업무 내용을 기

술하고 있어 바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 의견 조사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의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의사결정 지원(윤리적∙

법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지지와 자문 및 협동 영역이

라고 조사되었다. 이는 신체적 측면의 돌봄과 더불어 총체적인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한 호

스피스-완화의료의 정의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립암센터, 2002). 국내 일반병

동과 호스피스병동에서 제공된 간호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말기 암환자에게 유의하게 많이 

수행된 간호 중재 영역이 행위 및 가족 중재 영역으로 일반병실과 달리 안위를 우선으로 한 

기본 간호 제공과 함께 가족을 포함한 간호 제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호스피스병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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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철학을 반영한 간호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노유자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초기 접

점으로서 의사결정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교육과 간호 제공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 치료에서 완화적 돌봄으로 목표를 전환하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호주 멜버른의 대다수 급성기 병원에서도 완화의료 자문간호사가 

의료진 중 처음으로 환자와 가족을 접하여 증상 관리 및 심리사회적 간호를 제공하면서 완

화의료에 대한 초기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였다(O'Connor et al., 

2008).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사는 초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형성

과 말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실무 역량,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담 기술, 의사결정 능력, 조정 및 협동 능력, 문제를 파악해 내는 민감성이라고 

조사되었다. 일본 완화의료팀 업무 매뉴얼(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에서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암환자 진료 경험, 완화의료 전문성, 의료진과 협력할 수 있는 

자질과 총체적 고통 사정과 대처능력, 조정 능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실천 및 교육 제공 

능력이라 하였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세부 유형 중 순수 자문형(Pure 

consultation mode), 대체형(Substitution mode), 공유형(Shared care mode)중 돌봄의 

목표와 견해를 함께 공유하며 결정하는 공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 주장(Luthi & 

Cantin, 2010)대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는 의뢰한 의료진과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협력이 양질의 돌봄 제공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사는 팀 내에서는 물론 의뢰한 의료진과 환자 돌봄의 목표를 공유하며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실무 역량과 함께 조정 및 협동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김남초 등(2003년)이 제시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본능력과도 일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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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전문가적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석사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된 

전문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중 신체적 측면의 증상관리가 중요하고 간호중재 내용이 

방대하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간호의 특성 상 신체적 측면의 증상관리 비중이 

적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지도자, 변화촉진자,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현 시점에서 드러나지는 못했으나 

이는 향후 계속적으로 계발되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을 위한 완화케어팀 연구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

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 전문가 패널 조사 결과 실제 임상에서는 진행기 암환자도 

의뢰되고 있고 입원, 외래, 가정, 지역 호스피스기관 연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환자와 가족

을 돌보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암의 병기와 상관 없이 모든 암환자를 완화의료팀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2) 국내에서도 제도화 초기 단

계에는 재정적인 제한으로 인해 말기 암환자로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하였지만 향후에는 전

체 암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대균, 2012). 2010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

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완화의료와 표준치료가 병행된 환자군 과 표준 치료 군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삶의 질 향상, 불안과 우울 감소, 임종기 적극적인 치료는 감소하고 생존기간

이 2.7개월 향상됨을 보고한 연구(Temel et al., 2010) 이후, 진단 초기부터의 완화의료 제

공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Davis, Bruera, & 

Morganstern, 2013; Gaertner, Wolf, & Voltz, 2012; Howie & Peppercorn, 2013; Kwon et 

al., 2013; Lowery et al., 2013; Thoonsen et al., 2011). 국내에서도 조기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췌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초기부터의 완화의료 제공 후 진단 

초기 정신적 충격의 완화, 가족의 재구조화, 지속적인 돌봄 제공, 치료 순응도 증가, 부작용 

예방 및 완화, 최선의 치료선택을 하도록 도우며 정기적 만남을 통한 지지, 환자와 가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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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서민정, 2012). 국내에서 전

체 암사망자의 9% 정도만이 병동형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형 호스피

스-완화의료는 암 치료가 주로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말기 암환자에 국한하지 말고 진행기 

암환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종양전문간호사가 진행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의사결정 및 호스피스 관련 상담, 

의사결정 지원 등 완화의료 제공 후 정서적, 정신적 삶의 질 평가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관찰되었고 환자들도 이런 논의가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한다(Dyar et al., 2012). 이와 

같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암 치료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김달숙 et al., 

2011; 김민영, 2008; 이은령, 곽미경, 김은지, 권인각, & 황문숙, 2010) 종양전문간호사들이 

치료 과정 중 교육, 상담을 통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을 

최초로 전하는 ‘Point of contact’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 국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현황 조사에서는 사망 2개월 전까지 항암제 사용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사망 1개월 전에도 여전히 60% 정도의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다수의 말기 암환자가 사망 1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진행기 암환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말기 암환자가 종양전문간호사의 교육 대상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양전문간호사들은 이미 치료과정 동안 환자, 가족과 라포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적게 주게 되므로 이들의 교육과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양전문간호사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병동형,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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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의료기관 평가 내용에 완화의료팀제(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운영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시범수가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3). 당면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확산, 제도화를 앞두고 팀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에서 자문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이 양질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총체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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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프로토콜 기본범위 선정, 초안 개발과 전문가 패널 검증의 

과정을 통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

다. 통합적 문헌고찰은 Whittemore 등(2005)이 제시한 문제정의, 문헌검색, 자료평가, 자료

분석, 자료제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NCP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범주를 

나누고 국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국내 완화케어팀 연구의 학제간 돌봄의 범주

와 세부사항, 일본 완화의료팀 업무 분류, 35편의 문헌 내용을 각 범주에 적용하며 내용을 

확인하여 프로토콜의 기본 범위를 선정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을 통해 내용타

당도를 검증한 후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 자문 및 협동 영역으로 최종 프로토콜 내용을 

확정하였다.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은 신체적 측면의 간호,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사회문화적 

측면의 간호, 실존적∙영적 측면의 간호, 임종기 간호, 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별가족 돌봄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 간호항목과 세부사항을 제시하였

다. 자문 및 협동 영역은 의료진과 의사소통, 의료진 지원, 팀 내 조정, 지역사회 관리로 구

분하여 각 간호항목과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문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범주는 전문가적 간호 실무 영역의 정신심리적 측면의 간호, 의사결정을 지원(윤리적∙법적 

측면의 간호), 돌봄 장소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족 지지와 자문 및 협동 영역이라고 

조사되었다. 말기 암 진단 후 의사결정의 쟁점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에 의뢰되므로 환자, 가족, 의료진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적극

적 치료에서 완화적 돌봄으로 목표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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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병으로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은 범주 별 간

호항목과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전문간호사들에게 방

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간호실무, 교육, 연구 및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실무 측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임상 현

장에서 역할을 체계화하여 이에 따른 임상 간호를 표준화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간호의 성과 측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간호 교육 측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상 현장에 있는 전문간호사와 향후 임상에 투여될 전문간

호사들에게 실제 교육용 업무 프로토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 연구 측면 

통합적 문헌고찰과 전문가 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로서 이론과 임상이 통

합된 근거 기반 실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

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건 정책 측면 

2013년 10월 발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될 자문형 호스

피스-완화의료팀 수가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역할에 대한 기본 업무내용으로 활용되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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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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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 

A. 전문가적 간호실무 영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CVI 

 

1.신체적 

측면의 

간호 

 

1-1. 

통증  

평가 

a.통증의 양상을 평가한다.  •통증의 유형, 부위, 강도, 시간, 악화요인, 완화요인 1.0 

b.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1.0 

c.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활동, 수면, 기분 1.0 

d.통증 완화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를 평가한다.  1.0 

e.통증 치료의 과거력을 평가한다.  1.0 

f.통증조절의 장애요인(환자, 가족, 의료인)을 평가한다.  1.0 

 

1-2. 

약물요법  

적용 

a.약물요법의 원칙을 따른다. •세단계 사다리, 예방적 투약, 먹는 약, 보조진통제, 불면조절, 총체적 통증조절 1.0 

b.서방형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1.0 

c.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1.0 

d.보조 진통제 투약을 제언한다.  1.0 

e.통증교육을 시행한다.  •종류, 기전, 효과, 부작용, 사용원칙, 투여방법 등 1.0 

 

1-3. 

비약물적  

요법 적용 

a.통증조절을 위한 협의진료 의뢰를 제언한다.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암성통증의 방사선 치료(전이성 뇌종양, 골 전이암, 간 전이암, 페 전이암) 1.0 

신경블록(국소마취, 신경파괴제, 교감신경블록, 체성신경블록, 척수진통) 0.86 

b.물리치료적 통증조절(냉/온열요법, 마사지)를 제공한다.  •온열요법(진통작용, 결합조직의 신장도 증가, 근연축의 감소, 부종 흡수 촉진) 1.0 

냉요법(부종생성 감소, 진통작용, 근연축 및 경련의 감소, 염증시 충혈 감소) 1.0 

c.심리사회적 통증조절을 시행한다.  •통증이해와 관리과정을 반복 설명한다.  1.0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돕고 통증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1.0 

•고립감을 배려하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지지적인 자세를 보인다.  1.0 

d.이완요법을 시행한다. •호흡훈련(호흡자각과 이완, 긴장이완호흡) 및 근육이완훈련(점진적 근육이완, 

방출단독이완, 단서통제이완, 급속이완, 응용이완) 

1.0 

e.각종 요법을 시행한다. •유머, 음악, 향, 미술, 명상 등 1.0 

1-4. 

통증 외 

증상 간호 

a.소화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구강간호, 오심과 구토, 장폐쇄, 식욕부진, 악액질, 영양, 변비와 설사 1.0 

b.호흡순환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호흡곤란, 기침, 객혈, 천명, 흉통, 상대정맥 폐쇄 1.0 

c.비뇨생식기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요로폐쇄, 배뇨장애, 요실금, 감염, 혈뇨, 누공 1.0 

d.신경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실어증, 연하곤란, 간대성 근경련, 경련, 추체외로 증상 1.0 

e.근골격계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부동, 병리적 골절 1.0 

f.피부와 점막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구강건조, 구강병변, 소양증,  1.0 

g.혈액학적 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1.0 

h.의식수준의 변화 관리를 지원한다. •기면, 혼돈, 혼미 1.0 

i.응급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고칼슘혈증, 척수압박, 상대정맥 증후군, 섬망 1.0 

j.창상 관리를 지원한다. •암성괴사병변, 욕창 1.0 

k.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식욕부진과 악액질, 탈수 1.0 

l.림프부종 관리를 지원한다. •림프마사지, 압박치료, 운동, 피부관리, 약물 1.0 

m.수면장애 관리를 지원한다.  1.0 

n.피로와 허약감 관리를 지원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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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계속)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2. 심리

적  

측면의 

간호 

 

 

2-1. 

심리적 평가 

a.요구의 내용과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교제, 자율성, 내적 성숙,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요구, 존엄성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 요구, 인생점검의 요구, 통증조절의 요구,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

는 요구 

1.0 

b.정서상태의 변화 정도와 반응을 평가한다. •상실로 인한 슬픔, 외로움, 자살의도, 불안, 무감동, 양가감정, 비현실감,두려움 1.0 

c.대처 반응을 평가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1.0 

d.정신병리학적 증상을 평가한다.   •전반적 외모와 태도 행동,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지각장애, 사고장애 1.0 

e.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의사소통의 유형, 강점, 방해요소, 영향요인 1.0 

2-2. 

심리적 간호 

a.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적극적 경청, 재진술, 반영, 명료화, 개방적 질문, 인지확인, 침묵직면, 구조화, 

유머, 정보제공, 암시, 연결, 요약 

1.0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게 한다. 0.86 

•상실에 대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준다. 1.0 

•느끼는 감정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환기시킨다.  1.0 

•분노를 강화하지 않도록 한다. 0.86 

•분노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관심 있는 태도로 접근한다.  1.0 

•울음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0.86 

b.불확실성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치료와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c.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의사소통 기법이나 자기주장 기법의 필요성,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1.0 

d.이완요법을 실시한다.  

 

 

 

 

•심호흡법을 시행한다. 1.0 

•점진적 근육이완을 시행한다. 1.0 

•향기요법을 시행한다. 1.0 

•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1.0 

•마사지 요법을 시행한다. 1.0 

•심상요법을 시행한다.  1.0 

e.주의 전환기법을 적용한다.  •유머를 적용한다. 1.0 

•음악을 들려준다. 1.0 

f.회상요법을 적용한다. •회상요법을 시행한다. 1.0 

g.치료적 환경을 적용한다.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1.0 

h.죽음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죽음 과정을 이해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1.0 

•현재 상태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1.0 

•유서작성을 돕는다. 1.0 

i.희망을 고취시킨다.  •단기적이며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도록 한다.  1.0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해 준다. 1.0 

•내적인 대처 자원이 고갈될 때 외적인 지지체계로 확대시켜준다.  1.0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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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계속)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3. 사회

문화적 

측면의 

간호 

 

 

3-1. 

사회문화적 

평가 

 

a.사회경제적 평가를 한다.  

 

•직업, 경제 상태 

 

1.0 

b.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가족관계, 대인관계, 지지체계를 사정한다.  1.0 

c.가족의 부담감과 소진을 평가한다.  •신체증상, 수면장애, 감정이입 감소, 사기저하, 좌절 1.0 

d.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한다. •의사소통 유형, 강점, 방해요소, 영향요인 1.0 

e.문화적 배경을 평가한다.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신념, 가치, 행동방식,  

•성정체성, 결혼상태, 직업, 교육정도, 직업 등 

1.0 

3-2. 

사회문화적 

간호 

a.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사회적 고통을 표현하게 한다.  1.0 

b.치료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인 관계, 재정, 지역사회 자원, 의료장비 등  1.0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환자와 가족의 갈등 해소 방안을 계획한다. 1.0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1.0 

e.가용 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한다.  1.0 

f.문화 배경을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한

다.  

•융통성, 감정이입, 비판적이지 않은 접근, 모국어 사용, 신체접촉, 시선 등 1.0 

 

4. 영적 

∙종교적∙

실존적 

측면의 

간호 

 

 

4-1. 

영적 평가 

a.영적 고통 및 요구를 평가한다.  •삶의 의미와 관심, 종교활동 유무 등 언어적 행위, 대인관계, 종교적인 물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추구 요구, 용서받고자 하는 요구, 사랑에 대한 요구, 

희망에 대한 요구 

 

1.0 

4-2. 

영적 간호 

b.영적 안녕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함께 있어준다. 1.0 

•종교적, 영적 신념, 의식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1.0 

•영적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1.0 

•삶의 의미, 목적, 편안함, 희망을 인식하고 관계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돕는다.  1.0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1.0 

•자신, 타인, 절대적 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1.0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1.0 

•예측된 위기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1.0 

•결단과 안녕상태 증진을 위해 진실 전체 또는 일부를 알려주거나 결정을 지연

하도록 한다.   

1.0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도록 돕는다 1.0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1.0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 1.0 

c.적절한 영적, 종교적 자원을 활용한다. •기도생활이나 종교예식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1.0 

•종교의 지도자나 자원봉사자와 연결한다. 1.0 

•종교에 따른 성서, 성음악을 사용한다. 1.0 

•환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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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5.임종기  

간호 

 

 

5-1. 

임종 전  

평가 

 

a.임종 증상과 징후를 확인한다.  

 

•가래 끓는 소리, 배뇨곤란, 통증, 불안, 호흡곤란, 구역과 구토, 발한, 신음,  

의식상실(임종 48시간 전 주요 증상)  

 

1.0 

b.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확인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 임종과정에 대한 염려, 희망,  

•두려움, 기대, 시신기증, 장기기증 등 

 

1.0 

 

5-2. 

임종 전  

간호 

 

a.신체증상 관리를 지원한다.  

 

•통증, 호흡계 증상(호흡곤란, 호흡계 공황발작, 심한 급성 협착음, 가래 끓는 

소리, 소음성 빈 호흡), 구역과 구토, 섬망, 근육경련 및 발작, 의식상실, 배뇨 

곤란, 출혈 

 

1.0 

b.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담한다.  •임종과정에 대한 염려, 희망, 두려움, 기대를 표현하도록 한다. 1.0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한다.  1.0 

•환자의 말과 무언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미를 찾는다.  1.0 

c.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종교, 문화적 배경, 가치를 존중한다. 1.0 

•종교에 따른 의식을 하도록 돕는다.  1.0 

•원할 경우 성직자를 연결한다.  1.0 

•음악, 종교서적, 상징물 등을 가져오도록 격려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1.0 

•함께 있어 준다.  1.0 

d.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한다.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1.0 

•임종관련 증상 및 임종 전, 가족의 할 일을 교육한다. 1.0 

•가족이 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 

•이별의식을 통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1.0 

 

5-3. 

임종 후  

간호 

 

a.임종 직후 사후 처치를 지원한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존엄성을 제공하고 경의를 표한다.  

 

1.0 

•사후 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0 

•의학적 장비, 튜브들을 제거한다.  0.86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히고 자세를 잡은 후 의치가 있을 경우 껴준다. 0.71 

•새어 나오는 상처에 드레싱하고 실금에 대비해 기저귀를 대어준다.  0.86 

•가족들이 고인을 위해 옷을 입히거나 시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한다.  1.0 

b.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장례절차를 준비하도록 돕

는다. 

•환자의 사망시간을 알린다. 0.86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설명하고 가족에게 시간과 장소를 배려한다. 1.0 

•퇴원수속 절차 및 영안실 안내, 사망진단서에 대한 설명한다. 0.86 

c.장례예식을 지원한다.  

 

 

•빈소, 화장터나 장지를 방문한다.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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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6.윤리적∙

법적 측

면의 간

호 

 

6-1.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a.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신념과 가치관을 확인한다. 

 

1.0 

•환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의견을 확인한다 1.0 

•의사결정 할 사안에 대한 요구, 이해 정도를 파악한다. 1.0 

•환자, 가족의 의사결정능력과 주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한다.   

 

1.0 

 

6-2. 

의사결정  

과정 지원 

 

a.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유도한다. 

 

•면담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1.0 

•자율성을 옹호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1.0 

b.제시된 치료선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치료적 의사 

소통을 제공한다.  

•결정에 대한 느낌, 갈등, 의견 등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0 

•무비판적으로 경청한다. 1.0 

c.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결정과정을 지원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학적 상태, 중재, 위험성 및 이점 등)를 제공한다. 1.0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의사결정 영역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1.0 

•대리인 결정 시 환자의 선호도와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여 조언한다. 1.0 

 

7.돌봄 

장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7-1. 

돌봄 장소  

변경을 위한 

평가 

 

 

a.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한다.  

 

•선호도를 확인하고 퇴원계획에 반영한다. 

 

1.0 

•의료적 상태, 가정환경 및 가족여건, 지역사회기관이나 의료기관 의뢰, 퇴원 

후 연결 의료진(가정간호 또는 가정호스피스)등을 확인한다. 

1.0 

 

7-2. 

돌봄 장소  

변경 지원 

 

a.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서비스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1.0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돌봄에 요구되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증상관리 및 응급상황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1.0 

b.돌봄장소 변경에 대한 환자, 가족, 의료진의 의견을  

조정한다.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1.0 

•담당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돌봄장소 변경 시점, 장소에 대해 조정한다. 1.0 

•기관 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있을 경우 적절한 이동 시점을 판단하여 

조정한다. 

1.0 

c.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다.  

 

 

 

 

 

•장소 변경 시 다른 기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선호도, 가치를 전달한다. 1.0 

•요양장소가 변해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도록 지역 병원과 연계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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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8.가족지

지 

 

 

8-1. 

가족 평가 

 

a.가족의 요구를 평가한다. 

 

•환자상태에 대한 이해 수준, 감정, 기대를 확인한다. 

 

1.0 

•의료서비스, 증상조절 및 간호, 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다.  1.0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적 고통과 간병 부담을 확인한다. 1.0 

•가족 내 갈등 요소를 확인한다. 1.0 

b.가족 체계를 평가한다. •가족 구조, 역할, 응집력, 가족 내 의사결정 양상 등 1.0 

c.가족대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 

 

•의료상황, 생의 주기, 문화적 가치와 신념, 과거의 질병 및 죽음 경험 등 1.0 

 

8-2. 

가족 지원 

 

a.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가족에게 휴식간호를 제공한다 

 

1.0 

•가족들이 환자 돌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b.심리영적 간호를 제공한다. •가족의 문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1.0 

•가족의 변화된 역할과 추가된 책임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1.0 

•가족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1.0 

c.의사소통을 촉진한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1.0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1.0 

•예후고지에 대한 가족간의 이견을 조정한다. 1.0 

•가족회의를 주관하고 참여를 조정한다. 1.0 

d.필요로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상태 및 예후, 말기통고, 처치, 가용자원 및 의료서비스 등 1.0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한다. 1.0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활동이나 적응 기술을 익히게 돕는다.  1.0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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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9.사별돌

봄 

 

 

9-1. 

사별가족 

평가 

 

a.신체적 상태를 평가한다. 

 

•수면, 영양상태, 가슴통증 및 답답함, 심계항진, 피로, 고인의 증상과 동일한 

증상 등 

 

1.0 

b.심리적 상태를 평가한다. •부정, 무감각, 의미상실, 걱정,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 슬픔, 외로움, 분노, 수치

심, 죄책감, 허전함과 공허감,  

•인지력 장애, 환청, 환각 등 

1.0 

c.사회적 상태를 평가한다. •무관심, 관계 위축, 사회적 철회, 의존감 요구, 자신감  

•저하, 역할의 변화, 고인의 지위에서 얻었던 사회적 정체감 상실, 자녀양육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 

1.0 

d.영적 상태를 평가한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 신을 향한 원망, 신의 부재, 내세에 대한 의심, 절망,  

자살시도, 죄의식, 자책, 삶의 의미상실 등 

1.0 

e.비정상적 슬픔반응, 애도양상을 평가한다. •예기치 못한 상실 증후군, 의존적 슬픔, 모순된 슬픔 증후군, 슬픔 부재, 만성

슬픔, 억제된 슬픔 

1.0 

f.지지체계를 확인한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종교적 지지 등 1.0 

 

9-2. 

사별가족  

간호 

 

a.사별가족과 접촉한다. 

 

•전화, 편지, 방문 등 

 

1.0 

b.사별가족을 상담한다.  •슬픔에 대한 표현을 경청한다.  1.0 

•사별은 고통스럽다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돕는다.  1.0 

•고인을 잘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  1.0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1.0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1.0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활동을 격려한다.  1.0 

•가족 상호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1.0 

c.사별가족모임을 주관한다 •추모모임, 자조 집단모임 1.0 

d.자원, 지지체계를 연결한다 •실질적인 도움(가사, 행정적 도움, 유품 정리, 애도행사 등)을 제공한다.  1.0 

•사회활동 참여를 격려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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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 영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교육 

 

교육 전  

평가 

   

a.환자와 가족의 교육 요구도 및 문제를 평가한다.  1.0 

b.팀구성원의 교육 요구도를 평가한다.  1.0 

c.의료진의 교육 요구도를 평가한다.  1.0 

 

교육 제공 

 

a.환자,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통증 및 증상완화 방법, 심리사회적 건강영역, 죽음 교육, 의사소통, 사회적 자

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퇴원계획 관련 정보, 사별가족의 돌봄 방안 등 

1.0 

 •환자상태 및 예후, 말기통고, 처치, 가용자원 및 의료서비스 등 1.0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한다. 1.0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활동이나 적응기술을 익히게 돕는다. 1.0 

b.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통증 및 증상완화방법, 심리사회적 돌봄 방안, 죽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별

가족 관리, 영적 돌봄, 의사소통 등 
1.0 

c.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또는 현장교육을 제공한다. 

  
1.0 

C. 자문 및 협동 영역 
범주 구분 간호 세부사항  

 

자문 및  

협동 

 

 

 

의료진과 

의사소통 

  

a.의료진과 의사소통 한다.  

 

•의뢰한 의료진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 한다. 

 

1.0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1.0 

•의사와 타 전문가의 개입 필요성을 사정하고 조정한다. 1.0 

•의뢰한 의료진과의 면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0 

의료진 지원 a.의료진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의료진을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1.0 

 

팀 내 조정 

 

a.팀 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팀원간에 문제를 공유한다. 

 

1.0 

•팀 구성원 간 역할을 조정한다.  1.0 

•팀 미팅을 한다.  

 

1.0 

 

지역사회 

관리 

 

a.지역 호스피스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지역 호스피스기관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1.0 

•지역 호스피스기관에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한다.  1.0 

                                                                                         전체 평균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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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protocol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in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u, Youn Jung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a type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at without dedicated beds, an interdisciplinary team visits and 

provides a patient with a service according to the counsel his or her doctor asks. 

Recently, this care has come to the fore as an alternative that expands the base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general hospitals and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for institutionalizing it. However, there is no work standard or 

protocol for major team members, that is to say advanced practice nurses. Hence, 

I preceded this methodological study to develop a practice protocol that is 

systematic and standardized advanced nursing level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am of a general hospital.   

The process of protocol development is as follows. First, integrated review was 

conducted. Second, based on guidelines of National Consensus Project, documents 

such as documents in the national palliative care team category, documents on 

Japanese work classification of palliative care teams, a hospice nurse's job 

description and 35 documents of integrated review were confirmed and the range 

the protocol covers was determined. Additionally, an outline was drawn up 

referring to guides to practice in hospice nursing, books on hospice nursing, 

governmental reports, academic conference sourcebooks and so on. Thi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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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the protocol was sent to seven experts in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sked them to check the content validity of it, evaluated 

and revised it, and finally developed the protocol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in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It is determined that the nursing service field in a protocol for advanced 

nursing in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cludes 30 nursing  

items on physical aspects of care, 14 nursing  items on psychological aspects of 

care, 11 nursing items o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care, 3 nursing  items on 

existential and spiritual aspects of care, 9 nursing items on care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4 nursing items on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care, 4 nursing items 

on support for decision making about place of care, 7 nursing items on family 

support, 11 nursing items on bereavement care and details of each item. The field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includes communication with a medical team, 

support of a medical team, mediation in a team, 4 nursing items on community 

management and 12 details.  

    

2. According to a survey of a panel of experts, the essential advanced nursing 

roles of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care in the 

psychological aspect, support of decision making (care in the ethical and legal 

aspect), support of decision making about place of care, family members' support 

and advanced nursing in the field of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experts said that after a patient is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when issues 

about decision making is the most contentious, it is important to confirm various 

demands of a patient, his or her family and a medical team, communicate with 

them and help them change their plan from aggressive care to palliative care.      

 

As stated above, providing patients with this systematic and standardized care 

based on the protocol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in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pands the base of hospice-palliative c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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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s to institutionalizing it. Ultimately, to expan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a general hospital where cancer is treated, targets of a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should not be limited to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but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Also,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or oncological nursing advanced practice nurse, who 

a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consultations with a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during cancer treatment, should be done. 

 

 

 

 

 

 

 

 

 

 

 

 

 

 

Key words: consultation-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tocol, advanced 

practice nurse, cancer pat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