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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effective nursing intershift
handoff communication (NIHC) on nursing intershift performance, self-efficacy, and interrelationship stress among
clinical nurses. Methods: The study was a pilot study using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40 clinical nurses from Seoul/ Gyeonggi Province. The handoff dialogue pattern was developed by three professors
and one doctoral student in 2014, and was based on an education program for effective (NIHC) from dialogue
analysis. The education program as an experimental treatment was provided for 3 1/2 hoursto clinical nurses.
Measures included nursing intershift performance scale, self-efficacy scale, and interrelationship stress scal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with SPSS PC+ Version 21.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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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9.42, p<.001; undertaking: t=8.13, p<.001), and interrelationship stress (hand over: t=11.46, p<.001; undertaking: t=10.49, p<.001) between pre and post-test.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this education program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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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의 인수인계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용한 간호사의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규범[2]과 인수인계 대화
원형[11] 및 인수인계대화 평가도구[5]등이 연구되었다. 이러
한 연구를 토대로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
램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검

인수인계는 환자간호의 질과 안전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증과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보장해주는 중요한 정보교환 과정이며[1] 간호사의 사회화와

에서는 인수인계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4,6,10]과 동료 간호

교육, 간호 업무에 대한 평가, 간호사 간의 인간관계 형성 및 간

사들 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5,7]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

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행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연구결과변수로 인수인계 수행

이기도 하다[2]. 인수인계가 비효율적으로되었을 때 직접 간호

능력[1,4-7,10]과 함께,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활동이 감소하고 근무시간이 지연되며 위기상황 발견과 고객

를 선정하였으며, 교육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

응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인계와 인계 미숙으로 인해

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변수들에 대한 실험적 중재인 대화 분석

장기 환자 상태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

[3,4]. 또한 인수인계 준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 인계 누락

자 한다.

과 인계 후에 환자상태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자칫 의료사고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1,5]. 아울러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이 잘

2. 연구목적

되지 않을 때는 인수인계 시간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6].
인수인계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은 인계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효율적인 인수인계 의사소

내용에 대한 인수자의 질문 기회 제한과 인계 중 인수자의 끼어

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사의 인수인계 의사소통

들기와 인계 중단시키기, 환자에 관한 핵심정보의 결여 등을

적 규범과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 및 인수인계대화 평가도구

들 수 있다[1,4,7,8]. 이와 같이 인수인계는 매우 중요한 간호 업

를 토대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보완

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인수인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

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그로 인해서 인수인계의 효율적인 수행

과 같다.

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4,7,8].
호주에서는 위해사건(adverse effect)의 50% 정도가 의사
소통 전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임상에서 효율적인 인수인계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
호사의 인수인계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
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고 있다[9].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인수인계 의사소통 능력에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루어지고 있다. Jeoung 외[10]는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

호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가 인수인계 시 많은 어

호사의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인수인계 대화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있으며,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방법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간호 교육
과정이나 현장에서 간호학생과 신규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1. 연구설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인수인계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상호 존중 적이며 공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적인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연구대

상간호사가 생각하는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긍정적 요인과 부

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test-

정적 요인 그리고 효율적인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요인과 개선

posttest design)를 사용하였다.

사항 등에 대한 질적 연구[10]와 대화 분석적 연구방법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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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옥 · 박용익 · 이정우 등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그룹 수 1을 t-test로 설정하여 G*

2. 연구대상

Power analysis[12]을 사용해서 계산하였으나, 최소 표본수가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병원급 이상에 근무하

34명으로 도출되어 적정 표본 수에 미달되어서 비 모수 검정방

는 임상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현재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탈락된 연구대상자는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하고 있는 현직 임상간호사로 하였으며,

없었으며 20명 모두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제외기준은 임상경력 1년 미만으로 인수인계 경험이 적은 임
상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또한 과거에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3. 실험적 중재

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
다. 그 이유는 과거에 교육받았던 프로그램은 인수인계 의사소

Jeoung 외[11]의 연구에서 간호사 간 인수인계 대화원형이

통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에 대한 원론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작단계 - 예비단계

적인 내용을 일 방향적인 강연교육에 그쳐, 본 연구의 연구자

- 인계내용 제공단계 - 인계내용 완성단계 - 종료단계 등과 같은

들이 대화원형을 토대로 개발한 실증적 교육 프로그램과는 확

다섯 개로 재구성된다. 간호사 간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은 업

연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무를 주고받는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

되었기 때문이다. 인수인계가 상호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정

으로 하는 시작단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

된 20명을 무작위로 2명씩 한 쌍이 되도록 하여 총 10쌍을 구성

한 정보가 공유되는 예비단계, 이미 수행된 업무와 교대 후 실

하였으며 인수인계를 교대로 상호 실시하여 인계자료 20개와

행되어야 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인계내용 제공 단

인수자료 20개를 각각 수집할 수 있었다.

계, 인계된 내용을 심화하고 보완하며 인수자의 이해정도를 확

표본 크기를 구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근거로 효과크기 0.5,

인하는 인계내용 완성단계 그리고 전체 대화를 최종적으로 마

Figure 1. Phase pattern of the shift change dialogue betwee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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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는 종료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대화 원형이란 언어공동

가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전체평균값을

체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행위의 과정에서 습득하고 공유하며,

구하였다. 3명의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평

실제의 행위에서 활성화되고 구체화되는 전형적이고 표준화

가항목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로서 94%로 나타나 매우 높았

된 행위의 이상적 구조와 전개 과정을 뜻한다[13]. 이러한 대화

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수

원형은 대화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며 대화분석은 언어학 연구

인계 수행능력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의 한 분야로서 실제로 수행된 대화를 녹취하고 전사한 자료를

KR-20=.89였다.

바탕으로 개인의 대화 수행 현상을 기술하거나 대화의 심층적
구성 원리와 구조를 기술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연구이다[13]. 대화분석은 실제 대상자의 대화를 분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Kim과 Cha[14]가 개발하고,

석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디 브리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Kim[15]이 수정 ․ 보완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총

고 있다[13].

21문항의 도구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인 자신

이와 같은 대화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인수인계 대화원형을

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토대로 본 연구팀이 인수인계 대화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발하여 이를 실험적 중재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인수인계 대화

의 Likert식의 5점 평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지침[2,5]은 Table 1-1 (인계용)과 Table 1-2 (인수용)와 같으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

며, 교육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서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9였다.

4. 연구도구
3) 대인관계 스트레스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수인계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Cooper와 Marshall[16]

수행평가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교육만족도로 구

이 개발하고, Tak[17]이 번안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기

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선행연구들을 근거

본으로 하여 총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4개의 하

로 성별, 경력, 근무병동, 직위, 근무 병원 규모, 인수인계 의사

위영역(상사 스트레스, 부하 스트레스, 동료 스트레스, 고객 스

소통 교육경험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트레스)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의 5점 평정 문항으로

1) 인수인계 수행평가표
인수인계 수행평가표는 Jeoung 등[5]이 개발한 도구로서,
인수인계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인계용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k[1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64였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Table1-1)과 인수용(Table 1-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계용 도
구는 총 29문항으로 진행단계별 평가에 17문항, 수행전반에 대

4) 교육 만족도

한 평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단계별 평가에는 시작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단계(2문항), 예비단계(4문항), 내용제공 단계(5문항), 내용완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었

성 단계(3문항), 종료단계(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전반

다. 총 7문항으로, “나는 이 교육에 진지하게 임했으며 적극적

에 대한 평가는 대화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경청의 표시 및 예

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

의, 품위, 표정 등 태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수용

다”, “이 교육은 흥미로웠다”, “이 교육이 이해하기 쉬웠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진행단계별 평가에 14문항, 수행전반에

“학습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 성취되었다”, “이 교육

대한 평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단계별 평가에는 시

을 통하여 실제 인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교

작단계(3문항), 예비단계(2문항), 내용제공 단계(3문항), 내용

육을 통하여 인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로

완성 단계(3문항), 종료단계(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전

Likert식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반에 대한 평가는 인계용 도구와 동일한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되었다. 측정점수는 ‘미 수행‘0점,’수행‘1점으로 3명의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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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인수인계 대화 지침 (인계용)
I. 인계대화의 진행 단계별 평가
1. 시작단계
(1) 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 등)
(2) 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 묻기, 담소 등).
2. 예비단계
(1) 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2) 인계 중 인수자의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예: 질문, 피드백 등).
(3)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파악하였다.
(4) 인계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안내하였다.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 인계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중간요약과 중간예고를 하였다(예: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다.
(3) 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다.
(4) 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예: “지금까지 환자 A분에 대한 인계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B분입니다”).
(5) 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 질문이나 심화 ․ 보완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5. 종료 단계
(1) 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2) 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3) 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II. 인계대화 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
(1) 양방향적 태도로 인계를 하였다(예: 이해확인, 이의여부, 질문, 눈 맞춤 등).
(2) 인수자의 질문이나 조언 또는 이의제기를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반응하였다.
(3) 표현이 품위있고 존중적이었다(예: 반말, 저속한 어휘 자제, 경청과 존중의 자세 등).
(4) 업무실수나 미완된 업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5) 표정과 말투를 온화하게 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6) 비공격적이고 비감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예: 분노, 신경질적, 인신공격, 비폭력적, 신체 비난 등을 사용하지 않음 등).
(7)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대화의 원형을 토대로 단계와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하였다(예: 각 단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음, 단계를
누락하지 않음 등).
(8) 인수자의 요구에 따라 상세하거나 간결하게 인계하였다(예비단계에서 인수자가 상세하고 자세하게 인수를 요청한 경우, 인수자가
신참인 경우).
(9) 전체 인계대화 내용 중 상대방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강조하여 명시적으로 전달하였다.
(10)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였다(불필요한 사담, 개인 감정, 특정인이나 특정일화에 대한 뒷담화 등을 하지 않음).
(11) 분위기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조성하였다(예: 유머를 통한 재미있는 표현, 밝은 표정과 어투 등).
(12) 관례적으로 합의된 시간 범위 내에서 인계하였다.

5. 자료수집

모의 인수인계 대화가 5분 내외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인계자에게 공개하여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인수

연구참여자들은 무작위로 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인수자

인계 모의대화를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전과 교육 후에 각각

와 인계자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모의 인수인계 대화를 수행하

1회를 실시하였다. 모의대화 수행은 모두 5개의 개별 공간으로

였다. 모의 인수인계 대화는 사전에 작성된 카덱스를 활용하였

나누어서 이루어졌으며, 개별 공간마다 연구자 한 명이 개별

다. 카덱스에는 3명의 입원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공간에 동석하여 비디오로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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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인수인계 대화 지침 (인수용)
I. 인수대화의 진행 단계별 평가
1. 시작단계
(1) 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2) 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3) 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2. 예비단계
(1) 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요청하였다.
(2) 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의 경우).
3. 인수내용 제공 단계
(1) 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예: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2) 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3) 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4. 인수내용 완성 단계
(1) 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2) 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3)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5. 종료 단계
(1) 인계자의 인계 행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2) 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3) 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II. 인수대화 진행 전반에 대한 평가
(1) 대화 전반에 걸쳐 인계자에게 적극적인 경청의 표시를 하였다(예: 눈 맞춤, 고개 끄떡임, 맞장구 등).
(2) 인계자의 말을 도중에 가로채거나 끼어들지 않고 인계자의 말이 끝난 후에 할 말을 하였다(예: 조언과 코멘트가 있을 경우
인계자의 말이 끝난 후에 수행).
(3) 인계 내용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예: 반복적인 사실 확인 질문, 불신의 표정 등 자제).
(4) 인계자가 실수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지적이나 비난하지 않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예: 격려와 조언 등).
(5) 표현이 품위있고 존중적이었다(예: 반말, 저속한 어휘 자제, 존중과 경청의 자세 등).
(6) 표정과 말투를 온화하게 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7) 인계자에게 비공격적이고 비감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예: 분노, 신경질적, 인신공격, 신체 비난 등을 사용하지 않음 등).
(8) 인계자에게 정당한 태도를 유지하였다(예: 꼬투리 잡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하지 않음 등).
(9) 인계 내용과 관련하여 인계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다.
(10)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였다(예: 불필요한 사담, 개인 감정, 특정인이나 특정일화에 대한
뒷담화 등을 자제).
(11) 관례적으로 합의된 시간 범위 내에서 인수하였다.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전에는 인수인계 의사소통에 대한

계 경험을 소개하게 한 후에 간호사 인수인계의 이해와 의사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시된 카덱스를 토대로 10분 동안

통의 중요성[2],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인수인계 대화의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인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실태(20분)[10], 대화의 진행과정과 개별 단계에서 수행해야

을 가진 후에 모의 인수인계 대화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의

할 의사소통 행위와 관련된 대화원형[11], 효율적인 의사소통

인수인계 대화가 끝난 후에 연구대상자에게 자기효능감, 대인

수행을 위한 지침[2], 인수인계 대화 평가표 및 평가방법[5], 이

관계 스트레스 설문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체크 후

상적인 인수인계 대화를 사전에 녹화한 샘플 동영상 시청 등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순서로 모두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교육 후에는 연구참여자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은 약 10분간 연구참여자의 인수인

들이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대화원형과 지침 및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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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숙지할 수 있도록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수인계 수

이와 같은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 전과

행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적 중재

마찬가지로 5개의 개별 공간에서 나누어서 모의대화를 실시하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쌍체 표본 평균검정의 비

였다. 또한 모의대화가 끝난 후에 연구대상자에게 자기효능감,

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ed test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설문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교육 전 모의
대화 수행에서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및 교육 후 모의대화 수

7. 윤리적 고려

행 등 모두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전체 일정은 Table 2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

와 같았다.
이를 통해서 교육 전 인계대화 20사례 및 인수대화 20사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KHSIRB-12-015

그리고 교육 후 인계대화 20 사례 및 인수대화 20사례를 확보

(EA)).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를 위해 연구자료수집

하였다. 인수인계 수행능력에 대한 정밀 평가를 위해서 모든 사

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례의 모의 인수인계 대화 동영상을 전사하였다. 교육 전과 후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

촬영된 인수인계 모의대화 동영상과 전사 자료 각 40사례에 대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에 들어가기 전 ‘연구참여 동의서’

해 평가자 3인이 인수인계 수행평가표[5]를 가지고 인수인계

에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라도 중도에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를

언어적 표현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은 주로 전사 자료
를 활용하였고, 분위기나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항목은 비디

철회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
하였다.

오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자 간 오차를 줄이기 위
해서 사전에 연구자들이 한 사례씩 인수인계 대화를 공동으로

연구결과

모의평가한 후에 평가 항목별로 결과를 발표하여 조정하고 합
의하였다. 평가에서 연구자 별로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토론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개별 평가를 위한 공통
의 기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모두 40사례에 대한 평가는
3명의 연구자가 각각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통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경력은 평균
58.05개월이었다. 근무병동은 외과 계가 5명으로 25%로, 내과
계는 4명으로 20%였으며, 중환자실은 3명으로 15%였다. 직위
는 일반간호사가 19명으로 95%를 차지하였다. 근무 병원 규모

6. 자료분석

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86.4%로 가장 많았다. 인수인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

계 의사소통 교육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70%)으
로 있다고 한 경우 6명(30%)보다 많았다(Table 3).

Table 2. Flow Diagram of Experimental Intervention
14:00~14:10 Plan of dialogue practice

Mature reflection about how to do for shift change based on Kadex

14:10~15:00 Simulated dialogue

Film and enforcement for simulated dialogue before program application

15:00~15:15 Workshop: Introduction of lecturer and contents, Sharing experience of shift change
15:15~15:30 Lecture 1

Understanding of shift change between nurses, and importance of communication

15:30~15:45 Lecture 2

The actual conditions of shift change dialogue

15:45~16:15 Lecture 3

Sharing the phase pattern, guideline, and evaluation scale of the shift change
dialogue, and sharing sample film

16:15~16:30 Question & answer, full knowledge of the phase pattern, guideline, and evaluation scale of the shift change dialogue
16:30~17:30 Simulated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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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의 인수인계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Z=-3.885, p <.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인계대

2.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화와 인수대화의 각 단계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시작단계(인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계 Z=-4.087, p <.001, 인수 Z=-3.957, p <.001), 예비단계(인

전과 후의 인수인계 수행 점수(인계 Z=-3.921, p<.001, 인수

계 Z=-3.600, p <.001, 인수 Z=-2.333, p=.020), 내용제공 단계
(인계 Z=-3.953, p<.001, 인수 Z=-2.862, p=.004), 내용완성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단계(인계 Z=-2.965, p =.003, 인수 Z=-2.012, p =.044), 종료단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계(인계 Z=-3.839, p <.001, 인수 Z=-3.747, p <.001) 및 수행

Gender

Male
Female

20

100.0

전반 평가(인계 Z=-3.922, p <.001, 인수 Z=-3.370, p=.001)의

Career (month)

M±SD

58.05±48.39

Work site (ward)

Medicine
Surgery
ICU
Other

4
5
3
8

20.0
25.0
15.0
40.0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19
1

95.0
5.0

Hospital size
(double check)

Higher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Other

9
10
2
1

40.9
45.5
9.1
4.5

Yes
No

6
14

30.0
70.0

Education
experience of shift
change dialogue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인수인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인계 Z=-3.784, p<
.001, 인수 Z=-3.620, p<.001)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점수(인계
Z=-2.806, p=.002, 인수 Z=-2.423, p =.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인계대화 교육 만족도는 평균 32.00점과 표준편차 2.75점이었
으며, 인수대화 교육만족도는 평균 32.55점, 표준편차 2.76점
으로 나타나, 이 도구의 만점인 35점에 가까운 점수를 모두 받
아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Effects on Nursing Intershift Performance
Hand over (n=20)
Variables

Pre

Post

M±SD

M±SD

22.30±6.44

Undertaking (n=20)
Pre

Post

M±SD

M±SD

＜.001

23.50±11.56

-4.087

＜.001

62.45±22.97

-3.600

54.10±11.02

Z

p

64.00±13.40

3.921

8.30±21.89

91.65±20.64

Preparation

26.55±15.37

Providing of information

25.95±9.83

Nursing intershift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phase initiation

Z

p

53.95±14.08

-3.885

＜.001

2.75±8.65

76.80±19.39

-3.957

＜.001

＜.001

0.00±0.00

10.75±17.22

-2.333

.020

-3.953

＜.001

26.60±28.29

62.10±24.89

-2.862

.004

Information completion

2.50±11.18

31.65±27.46

-2.965

.003

9.10±16.54

28.25±36.32

-2.012

.044

Closing

4.40±9.03

51.15±25.49

-3.839

＜.001

14.95±19.53

53.95±14.07

-3.747

＜.001

65.80±5.27

93.25±3.61

-3.922

＜.001

86.85±9.44

98.30±3.69

-3.370

.001

Evaluation in general

Table 5. Effects on Self-efficacy and Interrelationship Stress
Hand over (n=20)
Variables

Pre

Post

M±SD

M±SD

Self-efficacy

41.75±9.71

Interrelation-ship stress

59.80±4.99

Undertaking (n=20)
Pre

Post

M±SD

M±SD

＜.001

43.45±9.09

.002

57.24±4.56

Z

p

51.55±7.53

-3.784

54.28±3.57

-2.806

Z

p

52.50±7.40

-3.620

＜.001

54.46±4.23

-2.42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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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하기 전보다 적용한 후에 간호수행 역량이 증진되었다고 보고
한 다른 연구의 결과들[20-26]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인계 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램은 임상간호사의 인수인계 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하기 전에는 41.75점에서 적용 후에는 51.55점으로 향상되었

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으며, 인수 시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43.45점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전 임상간호사의 인계 수행능력 점

에서 적용 후에는 52.50점으로 크게 향상되어 인계 및 인수에

수는 22.30점이었는데 적용 후에는 64.00점으로 유의하게 향

서 공히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규간호사

상되었다. 인수 수행능력의 경우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

96명(실험군 48명, 대조군 48명)을 대상으로 학습전이 기반 환

기 전에는 23.50점이었던 것이 적용 후에는 53.95점으로 유의

자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26]에서 환자안전

하게 향상되었다. 하위영역인 단계별 평가에서도 인계의 경우

자기효능감(p =.022)과 안전간호역량(p=.009)에서 유의한 향

에 시작단계, 예비단계, 내용제공단계, 내용완성단계, 종료에

상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작

이와 같은 결과는 Kim 외[27]와 No 외[24]의 연구에서 이러닝

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8.30점이었던

교육 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간호교육과정을 적용

것이 적용 후에는 91.65점으로 다른 단계들보다도 향상된 것을

한 후에 임상간호사의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간호역량이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계 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향상되었다고 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시나

눈맞춤, 가벼운 목례, 인사 등의 개시신호와 담소가 교육 프로

리오 기반 의사소통 훈련 교육이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자

그램을 통해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기효능감, 심근경색증에 대한 지식을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향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인계 시작단계에서

상시켰다고 한 Hsu 외[28]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의 수행능력 점수가 확연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 교육 프로

임상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인계 시 대화 분석적 인

그램의 중요한 성과로 생각된다. 또한 하위영역인 단계별 평가

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59.80점에

에서 인수의 경우에도 인계와 마찬가지로 시작단계부터 종료

서 적용한 후에는 54.2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인수 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내용

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57.24점에서 적용한 후

완성단계에서 적용 전과 적용 후의 효과는 유의수준 p <.05에

에는 54.4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인수 시 내용완성단계

행연구인 Lin 외[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 외[27]

에 해당되는 것은 ‘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

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 70명(실험군 38명, 대조군 32명)을 대

을 확인하였다’와 ‘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상으로 이러닝 교육(인슐린 주사방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로, 인수자가 인수받고 있는 내용의

과, 업무의 적용도와 업무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

정확성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는 행위에는 소폭으로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업무 스트레스 감소에 의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인수자가 인

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으리라 유추된다. 그러

수받고 있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적극

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인수인계시 상대 간호사와의 관계에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위영

대한 변인으로 측정되어 모의 인수인계 상황에서는 측정되기

역인 전반평가는 인수인계 시에 보여야 할 상호 존중 적이고 배

는 어려운 변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연구기

려하는 태도로, 표정과 말투가 온화하고 친절한지, 그리고 불

간을 길게 하여 동료 간호사들 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를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합의된 시간 범위 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전반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평가는 인계와 인수에서 공히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

임상간호사의 교육 만족도는 인계 및 인수에서 공히 측정도구

다 적용한 후에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

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임상간호사의 교육 만

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임상간호사의 인수인계에 대한 실

족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상간호사에게 교육

태조사연구[18,19]로, 인수인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교육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유

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의하게 높아졌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27,30]. 또한 본 연구에서 모든 실험적 중재가 끝난 후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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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 대화원형을 활용한 인수인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만족도를 인터뷰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대화 분석적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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