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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urse’s work
interruptions. Methods: Walker and Avant’s concep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is concept. Relevant
articles published before August 2018 were searched through MEDLINE, CINAHL, EMBASE, KISS, and RISS databases using “interruption,” “work or task,” and “nurse” as keywords. Results: The attributes of work interruption
by nurses were as follows: 1) new tasks to do; 2) cognitive transition of work priorities; 3) loss of work continuity;
4) tasks to be resumed. The antecedents of work interruption were intrusion of unplanned even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result in nurses forgetting their original intentions, an unpredictable work environment, and cultural climate where interruptions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work process. The consequences of work interruption were
decline in job satisfaction, trigger of work errors, lengthening of work completion time, decline in work productivity,
increase in work stress, and delay of transferring needed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to reduc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nurses’ work interruptions, an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knowledge necessary for improving patients’ safety and nurse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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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용어를 업무환경에 적용하여 예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
들로 인해 업무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중지되는 현상을 업무흐
름 중단이라고 표현한다[2].
업무흐름 중단이 발생하면 이미 시작된, 처음 하던 일을 멈

업무흐름 중단(work interruption)이란 컴퓨터 전문용어

추고 예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끼어든 새

인 인터럽트(interrupt)에서 파생된 용어이며, 시스템의 정상

로운 업무가 마무리되고 나면, 처음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적인 흐름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된다[3].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인간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

갖추어지면 다시 프로그램 수행이 계속되는 것을 일컫는다[1].

중할 수 없고[4], 이전 업무로 돌아가 다시 그 일의 흐름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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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 업무수행시간이 늘어나게 된다[5].

에 주로 접근했지만, 일부의 연구자는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

또한, 한꺼번에 발생한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업무

단이 간호사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환자안전에 이바지

흐름 중단을 일으키고 기억력에 영향을 주어 실수를 유발하며,

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잦은 업무흐름 중단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분석

[15,16]. 이처럼 실무와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

능력을 잃게 만든다[4].

단에 대한 개념의 인식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음이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관한 관심은 미국 의학연구소

확인되었다.

(United States of Medicine)가 1999년에 ‘Err is Human’이라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

는 보고서에서 업무흐름 중단의 발생이 업무 결과에 부정적인

할 경우 연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시작되었다[6]. 간호 대상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17]. 그리고 같은 용어라도 그 개

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있고,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종

념이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주요한 속성이 달라질 수 있

사자 간에 조정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18],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다[17]. 따라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7]. 이러한 간호업무환경의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명확한 정의

특성으로 간호사는 한 가지 일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집중할 수

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개념 사용자

없으며, 예고 없이 끼어든 새로운 일로 끊임없이 관심이 이동한

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호 지식

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흐름 중단을 경험하게 된다[4].

체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관찰한 연구에서 총 간호사의 업무를 관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7]의 개념분석 틀에 근

찰한 내용 중 업무흐름 중단의 비율이 39.3%를 차지하였고[8],

거하여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work interruption)’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관찰 동안 발생한 업무흐

개념의 속성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

름 중단의 비율이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사

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이

는 업무흐름 중단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소진까지 경

해를 돕고 그 개념의 사용에 있어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험하였으며[10], 투약오류 중 80.2%가 업무흐름 중단으로 인

한다.

해 발생하고 업무흐름 중단의 빈도가 잦을수록, 오류의 치명도
가 높다고 하였다[11].

2. 연구목적

이처럼 간호 대상자는 인간이며,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안
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환자의 안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분석

전을 위협하는 오류를 초래하며, 목표한 업무를 지연시키고 간

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간

호사의 업무능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초점을 둔 지식체 개발에 이바지하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다. 국외에서는 업무흐름 중단

위함이다.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흐름 중단을 멀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태스킹(multi-tasking) 또는 업무 전환(tasking- switching) 등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속성을 파악한다.

의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12]. 국내에서 업무흐름 중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선행요인, 결과 및 경험적 준거

단에 대한 개념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을 살펴본 연구가 한 편[10]에 불과하다. 간호사
의 업무 스트레스, 환자안전, 의료과오 등에 대한 논의에서

를 확인한다.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속성에 기초하여 모델 사례 및
부가사례를 제시한다.

‘Interru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으나 ‘Interruption’
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건강문제로

연구방법

휴직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Interru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13], 또 다른 연구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업무

1. 연구설계

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업무흐름 중단으로 보았다[14]. 또
한, 국외에서는 업무흐름 중단을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하였으며[11], 업무흐름 중단의 부정적인 측면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해 Walker와 Avant
[17]의 방법으로 분석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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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 검색엔진으로는 국내 문헌은 국회도서관,

2. 연구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검색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 [17]의 개념분석 절차를 사
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념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념을 선정하는 단계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을 분석
대상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개념분석의 목적은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의미
와 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3명의 연구원이 간

하였고, 국외 문헌은 MEDLINE, EMBASE, CINAHL을
이용하였다. 자료검색 시 사용한 주제어는 ‘interrupt*’,
‘multi-tasking’, ‘nurs*’, ‘중단’, ‘업무방해’, ‘간호사’의
조합으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본 연구 개념과 관
련이 없는 환자의 약물중단, 치료중단 등의 문헌은 배제하
였고 제목과 초록을 확인한 결과, 886개 중 최종 국내연구
1편과 국외연구 31편을 선정하였다(Figure 1).

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 선행연구에

 정의된 속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수집한 문헌을 바탕으로

서 제시한 원인과 결과, 타 학문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에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속

대해 고찰하였다. 사전적 의미는 국내 사전으로는 국립국

성을 확인하였다.

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국외 사전으로는 Cambridge

 정의된 속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 사례를 개발하였다.

Dictionary를 이용하여 탐색하였다. 선행연구와 타 학문

 부가사례 개발 단계로 문헌과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바탕

에서의 사용은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서적 등을 이용

으로 경계사례, 반대사례, 연관사례를 제시하였다.

하였다. 검색의 제한은 2018년 8월까지 발표된 문헌 중 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였다.

글이나 영어로 전문(full text)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대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였다.

Figure 1.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concept analysis of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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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전화, 재미있는 방송 중에 흐름을 끊는 TV 광고, 지면 광고 등
이 이에 해당한다[22].

1. 개념의 선정

교육학에서 interruption은 고등학교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을 위한 결과변수인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측정할 때 사용되고

간호 환경에서 업무흐름 중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

있다[23]. 이때의 interruption은 사전적 의미와 같게 학업을

류를 초래하고 간호사의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더 진행하지 않고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러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멀티태스킹, 업무 전환 등 다양

아동의 수업 방해 행동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interruption

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될 경우 의사소

을 ‘방해’의 의미로 사용하여 남의 일을 막고 간섭하여 해를 끼

통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24]. 교육학에서 interruption

대한 개념을 연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의 사용은 사전적 의 미만을 가지며 ‘중지하다’, ‘멈춘다’라는
의미로 ‘suspension’, ‘give up’, ‘drop out’과 함께 사용되거

2.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

나, ‘방해하다’ 와 혼용되고 있다.

1)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

3) 간호 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서 ‘중단’은 ‘중도에서 끊어지거

간호학에서 interruption이 사용된 국외의 문헌을 살펴보면,

나 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19], 영어로는 ‘to stop someone

‘A concept analysis of the phenomenon interruption’ 연구

from speaking by saying or doing something, or to cause

에서 interruption은 인간의 경험으로 이차적이고 예기치 않은

an activity or event to stop briefly’로 정의된다[20]. 따라서,

활동이 이미 진행 중인 활동에 침입한 것으로 원래 활동을 일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이란 정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환자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외 ․ 내부요인과 복잡한 근무 환경에 의해

를 돌보는 업무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차단되거나 차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 환경에서의 interruption은 여

단을 유발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러 가지 호출기나 전화로 발생하며 다른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
자들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2) 타 학문에서의 업무흐름 중단의 사용
인간공학 분야에서 interruption의 쓰임을 살펴보면 디지
털 컨버전스 기기에서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기

interruption은 간호기록이나 의약품 투약오류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interruption
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25].

능이 작동되는 경우를 internal interruption이라고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업무흐름 중단 후 작업재개에 미치는

[21]. 디지털 컨버전스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서비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interruption이 발생하면 원래 하고 있

스 및 제품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 또는 서비

던 업무의 흐름을 찾을 때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초기 작

스를 개발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쉬운 예로는 휴대

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하

전화를 들 수 있다[21]. 휴대전화의 사용 중 ‘interruption’이

였다. 또한, 처음 하던 일을 멈추고 예정되어 있지 않은 우선순

란,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에 전화가 온다든지, 방송을

위가 더 높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가

시청하는 동안에 문자가 오는 경우를 휴대전화 기기 내부의 기

종결되고 나면 중지되어 마치지 못한 초기의 일을 다시 시작하

능들 사이에 발생하는 interrup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게 된다고 하였다[5,26]. 또 다른 연구에서는 interruption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중 전화를 받았을 경우, 통화를 마

주된 이유가 환자 치료와 관련된 의료진이나 동료 간호사 및 환

치고 다시 문자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내용의 답장을 쓰고

자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으며[27], 업무가 interruption 되면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interruption은 오류를 범할 우

작업의 흐름과 업무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다른 새로운 업무를

려가 있다고 하였다[21].

마친 후 이전 업무로 돌아갔을 때 주의가 산만해지고 일에 집중

경영학의 마케팅 방법 중 인터럽션 마케팅(interruption

하기 어렵고 업무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4]. 또 다른 연구

marketing)이란 것이 있다. 이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

에서는 간호 업무환경에서 잦은 업무흐름 중단은 기억력에 영

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간에 끼어드는 마케팅 방식을 일컫는

향을 주고 실수를 일으키며, 비판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잃게 되

다. 인터럽션 마케팅의 예로는 식사 중에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고 업무의 진행속도가 느려지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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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 환경에서는 환자를 돌볼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새로운 업

때 필요할 경우 즉시 응답해야 하지만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는

무가 끼어들어 우선순위에 대한 인지적 전환이 나타나 업무의

interruption 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연속성을 끊는 것으로, 재개해야 할 작업

고 제언하였다[28].

이 존재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업무 중에 평균 21.8분
마다 업무흐름 중단을 경험하여, interruption으로 인해 관심

4.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모델 사례

이 다른 업무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하였다[29]. 또한, 36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136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총 3,441건의 관

모델 사례는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찰 내용 중 1,354건의 업무흐름 중단이 있었으며, 200건의 오류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례로서 정확하게 그 개념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이 무엇인지 보여준다[17].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간호사의 업

로 한 연구에서는 관찰된 60시간 동안 총 200회의 업무흐름 중

무흐름 중단의 속성에 근거하여 모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성

단이 발생했음을 보고하였다[9]. 특히 간호사가 투약하는 과정

하였다.

에서의 업무흐름 중단의 발생과 빈도는 투약오류와 유의한 상

간호사 A는 15년 근무경력을 지닌 응급실 간호사이다. 간호

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11], 잦은 업무흐름 중단은 불쾌감

사 A는 복통으로 내원한 P 씨의 복부 CT 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과 불안 및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하였다[30].

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때, 흉통으로 내원한 K씨의 보호
자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잠정적 기준목록과
속성

우리 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요!”라며 소리를 친다(2). 간호사
A는 통화를 멈추고(2)(3), P 씨에게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심전
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1). 간호사 A는 심전도가 정상임을 확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
한 범위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의 잠정적인 기준목록과 속

인하고, K씨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1). 간호사 A는
P씨의 검사를 위해 다시 방사선사와 통화를 시도하였다(4).

성을 확인하였다.

5.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부가 사례(경계사례, 연관
1)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잠정적 기준목록

사례, 반대사례)

① 수행 중이던 작업이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② 초기 작업이 일시 중지되고 이차 작업이 우선되는 것이다.
③ 관심이 옮겨간다.

1) 경계사례
경계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④ 업무의 연속성이 파괴된다.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사례이

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다[17].

⑥ 다시 수행되어야 하고 완료되지 않은 초기 작업이 존재한다.

간호사 C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년 차 간호사이
다. 간호사 C는 동료 간호사 K와 오전에 퇴원한 환자의 침상정

2)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속성 확인

리를 하고 있다. 순회하던 의사가 간호사 C에게 추가 처방의 확

Walker와 Avant [17]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

인을 요청하였다(1). 침상정리를 하던 간호사 C는 동료 간호사

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특징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K에게 자신이 혼자 침상정리를 마무리할 테니 의사가 요청한

다른 개념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업무

추가 처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료 간호사 K는 추가

흐름 중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처방을 확인한 뒤에 처방에 따라 투약을 시행하였다.

확인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업무가 끼어듦(⑤)
(2)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인지적 전환(②, ③)

2) 연관사례
연관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관련은 있으나 중요한 속성이

(3)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연속성을 끊음(①, ④)

포함되지 않은, 유사하나 자세히 검토하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

(4) 재개해야 할 작업이 존재함(⑥)

고 있는 사례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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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M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7년 차 triage 간호사이다.

 계획되지 않는 사건의 침입

간호사 M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P씨를 문진하고 있

 기존 업무의 수행 의도를 잊어버리는 내 ․ 외적 요인

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라 다른 간호사 S에게 보

 예측하기 힘든 업무환경

호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환자 P씨를 문진하던 간호사

 interruption을 업무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풍토

M은 보호자가 들어오자 환자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즉,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계획되지 않는 사건의 침입,

데 언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을 시작됐는지 물었고 필요한 추

기존 업무의 수행 의도를 잊어버리는 내 ․ 외적 요인, 예측하기

가 질문을 하여 문진을 마쳤다.

힘든 업무 환경과 interruption을 업무 과정으로 생각하는 풍
토로 인해 이루어진다.

3) 반대사례
반대사례는 규명된 속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 개념의 속성

2)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개념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한다

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례이다[17].
간호사 K는 흉부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로,

[17].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폐엽 절제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P 씨를 간호하기 위해 투

 업무 만족도의 저하

약준비실에서 “DON'T INTERRUPT”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

 업무오류 유발

를 착용하고 약물을 준비 중이다.

 업무 완료 시간의 연장

후배 간호사 M이 간호사 K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왔으나,

 업무 생산성 저하

“DON'T INTERRUPT”라는 조끼를 착용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 스트레스 유발

투약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자 상태에 대해 의논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함

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적
기틀은 Figure 2와 같다.

6.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7.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경험적 준거 확인
1) 선행요인(antecedents)
선행요인은 개념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

Walker와 Avant [17]의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적인 조건을 말한다[17].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간호사의 업

준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무흐름 중단의 선행요인은 다음과 같다.

으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

Figure 2. Conceptual structure of interruption.

Vol. 25 No. 4, 2019

277

유은정 · 이은남 · 김장미 등

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경험적 준거란 조작적 정의를 만들

지거나 잊었던 일이 기억나는 것과 같은 내부적 원인으로도 발

기 위해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도

생한다. 이러한 인지적 전환으로 초기 작업을 멈추고 작업의

록 사실에 맞게 연결함으로써 그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업무흐름 중단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경험

셋째,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연속성을 끊는 것’은 국

적 준거는 간호사를 직접 관찰하여 ‘초기 작업을 멈춘 횟수’,

외의 선행연구결과[25]와 비교하여 보면 ‘Discontinuous task

‘계획되지 않은 업무로의 전환 횟수’로 확인할 수 있다[9]. 또

performance’ 항목과 일치한다. 이 속성은 업무흐름 중단 없이

한, 작업의 시간 경과를 측정하여 ‘멈춘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수행될 수 있는 연속 프로세스인 업무가 업무흐름 중단으로 인

까지 소요된 시간’과 ‘초기 작업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 연속성이 깨어져 완료 전의 일부 단계에서 주 작업이 예기치

제시할 수도 있다[5,26]. ‘새로 발생한 업무의 전달 매체’를 전

않게 중지됨을 설명한다.

화, 기계 알람, 동료와의 의사소통 등으로 구분하여 간호사의

마지막으로, ‘재개해야 할 작업이 존재하는 것’은 업무흐름

업무흐름 중단을 확인할 수도 있고[27], ‘초기 작업으로 돌아가

중단으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작업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새로

거나, 초기 작업을 잊어버리는 횟수’를 제시하기도 한다[28].

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초기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논

의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25]에서 속성으로 제시된 ‘an intrusion of a secondary, unplanned, and unexpected task’과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상태변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으로

‘externally or internally initiated’가 본 연구에서는 ‘계획되

인해 업무환경이 복잡하다. 이러한 환경은 잦은 업무흐름 중단

지 않은 사건의 침입’과 ‘기존의도를 잊어버리는 내 ․ 외적 요인’

을 초래하게 한다.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이차 업무의 집

이라는 선행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예측하기 힘든 업무환경’

중을 흐트러지게 하고, 일반오류, 문서오류, 안전오류와 같은

과 ‘interruption을 업무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풍토’ 또한 새

각종 오류를 일으킨다. 또한, 업무 시간과 업무량을 늘리고 스

롭게 도출된 선행요인이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흐름 중단이 발

트레스를 유발하며, 소진을 경험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

생하는 상황이 인간 경험이라는 일차적 관점이었던 선행연구

인 결과들을 낳아[10] 간호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에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과 문화를 포함한 개념

있다.

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특히 ‘interruption을 업무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과 관련된 연구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풍토’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는 극히 적고,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멀티태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빈번하며, 선배 간호사 또는 의사

스킹(multi-tasking) 또는 업무 전환(tasking-switching)과 같

와의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간호사의 의견보다 더

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과 혼용되고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3]의 결과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연공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시도되었다.

하는 경직적인 조직문화를 반영한다면 국외보다 중요성이 강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의 속성을 살펴

조되는 선행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면 첫째, ‘새로운 업무가 끼어듦’은 예기치 않은 이벤트의 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생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하여 업무흐름 중단의 정도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초

이벤트는 환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우리는 간호 현장에서 동료의

지만 전혀 무관한 상황일 수도 있다. 간호사는 이 이벤트를 받

업무와 무관한 대화부터 응급상황을 알리는 경고음까지 수많

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판단하며, 이벤트를 수용하면 새

은 업무흐름 중단을 경험하며, 대부분의 업무흐름 중단이 업무

로운 업무가 끼어들게 되어 업무흐름 중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

효율성, 업무 성과, 불안, 스트레스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

이다.

를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드물게 업무흐름의 중단이

둘째,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인지적 전환’은 새로운 업무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고하기도 한다[15]. 심장

인지함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지는 전화나 기

마비 환자의 모니터 경보음이나 약물 주입 펌프의 부적절한 속

계의 알람과 같은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도나 용량을 알리는 경고메시지로 인한 중단이 그 예다. 이와

같은 외부자극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집중이 흐트러

같은 업무흐름 중단은 오류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27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Work Interruption)에 대한 개념분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고 적시에 필요

2. Brixey JJ, Tang Z, Robinson DJ, Johnson CW, Johnson TR,

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환자 간호의 시기 적절성이 높아지고, 간

Turley JP, et al. Interruptions in a level one trauma center: A

호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
익하고 관련 있는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 중단은 필요함을 의미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2008;
77(4):235-241.
https://doi/org/10.1016/j.ijmedinf.2007.04.006
3. Brixey JJ, Robinson DJ, Turley JP, Zhang J. The roles of MDs

한다.
따라서 모든 업무흐름 중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중을

and RNs as initiators and recipients of interruptions in workflow.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2010;79(6):
e109-e115. https://doi.org/10.1016/j.ijmedinf.2008.08.007

방해하는 환경 특히, 위계 문화적 시스템의 개선은 간호사의 업

4. Chisholm CD, Collison EK, Nelson DR, Cordell WH. Emer-

무흐름 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고 보

gency department workplace interruptions: are emergency

겠다. 불필요한 업무흐름 중단을 줄이는 것은 의료 과실을 줄

physicians "interrupt-driven" and "multitasking"?. Academic

이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 간호의 경제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 하겠다.

Emergency Medicine. 2000;7(11):1239-1243.
https://doi.org/10.1111/j.1553-2712.2000.tb00469.x
5. Altmann EM, Trafton JG. Timecourse of recovery from task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 및 시스
템의 개선도 필요한 한계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영어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만을 대상으로 개념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
지 못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interruption: Data and a model.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007;14(6):1079-1084.
https://doi.org/10.3758/bf03193094
6. Page A. Keeping patients safe: Transforming the work environment of nurses. Richard and Hinda Rosenthal lectures,
2003.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7. Tucker AL, Spear SJ. Operational failures and interruptions in
hospital nursing. Health Services Research Journal. 2006;41

결

론

(3p1):643-662.
https://doi.org/10.1111/j.1475-6773.2006.00502.x
8. Kalisch BJ, Aebersold M. Interruptions and multitasking in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work interruption)에
관한 개념분석 연구로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은 ‘새로운 업무
가 끼어들어 우선순위에 대한 인지적 전환이 나타나 업무의 연
속성이 끊어지거나 연속성을 끊는 것으로, 재개해야 할 작업이

nursing care.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Patient Safety. 2010;36(3):126-132.
https://doi.org/10.1016/s1553-7250(10)36021-1
9. Cole G, Stefanus D, Gardner H, Levy MJ, Klein EY. The impact
of interruptions on the duration of nursing interventions: A di-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업무

rect observation study in an academic emergency department.

방해, 멀티태스킹, 업무 전환이라는 용어를 간호사의 업무흐름

BMJ Quality & Safety. 2016;25(6):457-465.

중단이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였
다. 이로써 간호사의 업무흐름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안전과

https://doi.org/10.1136/bmjqs-2014-003683
10. Rhu EJ, Lee EN. Relationship among task interruption and task
performance and burn-out in emergency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13;6(1):34-43.

간호사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식체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

11. Westbrook JI, Woods A, Rob MI, Dunsmuir WT, Day RO.

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Association of interruptions with an increased risk and se-

업무흐름 중단에 대한 주요 속성 및 결과와 관련된 질적연구를
비롯하여 영향요인 분석 및 도구개발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
되기를 제언한다.

verity of 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10;170(8):683-690.
https://doi.org/10.1001/archinternmed.2010.65
12. Lea VM, Corlett SA, Rodgers RM. Describing interruptions,
multi-tasking and task-switching in community pharmac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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