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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  내 의사소통은 환자 안 을 유지, 증진하는데 있어

서 핵심 인 요인이다. 미국보건의료조직 공동 원회의 조사

에 의하면 환자에 해를 가하는 신호 사건의 약 65%가 의

사소통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sten, 2011). 

의사소통 장애는 주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교환할 때, 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는 불분명하고 명

확하지 않은 정보가 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Velji et al., 

2008). 특히, 간호사와 의사 간 구조화된 의사소통 방식의 부

재, 계질서, 언어, 문화, 성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이 

잠재  의사소통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De Meester, 

Verspuy, Monsieurs, & Van Bogaert, 2013). 이에 미국 보건의

료조직 공동 원회와 미국 보건의료 연구  질 리 기구에

서는 환자 안 을 해 의료  내에서 구조화된 의사소통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Enlow, Shanks, Guhde, & Perkins, 

2010). 

의료인 간 표 화된 의사소통 기술의 하나로 간결하면서도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identifica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read back (ISBARR) 

기틀이다(Enlow et al., 2010). ISBARR의 요소는 자신이 구

인지를 말하는 확인(identification), 재 상자의 문제를 말

하는 상황(situation), 내과력, 이  검사결과, 처치, 알 르기 

등의 련 정보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배경(background), 신체

검진, 활력징후, 재 처치, 최근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는 사

정(assessment), 문제해결을 해 필요한 조치의 방법과 시기

를 포함하는 권유(recommendation), 그리고 요한 검사 결과 

등에 한 정보나 처방을 받을 때 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 

확인하는 복창(read back) 단계로 구성된다(Enlow et al., 2010; 

Lee, 2015; Potter, Perry,  Stockert, & Hall, 2014). 

최근 의료계에서는 주로 수술실, 응 실, 환자실, 신생아

실과 같이 고 험 장에서 이러한 ISBARR 의사소통 방식이 

도입되어 성공 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Velji et al., 2008) 

학부 교육과정에도 이와 같은 표 화된 의사소통 략을 개

발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 학생

은 임상 실습 장에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에 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간호사 는 다른 의료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두

려움을 느끼고 주 한다(Kukulu, Korukcu, Ozdemir, Bezci, & 

Calik, 2013). 뿐만 아니라, 아직 임상  단서와 상자의 자

료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상태를 

단편 으로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한 의사소통을 어려워하

고 있다(Kim, 2014; Thomas, Bertram, & Johnson, 2009). 이에 

학부의 교육과정에 의료  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체계 인 교육 략을 포함하기 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시 이다. 

최근 간호 학생이나 간호사를 상으로 ISBARR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제시한 국내 연구를 보면, SBAR 교육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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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ntervention Measure

Baseline survey Not applicable ∙Self-confidence in ISBARR communication

⇩

Simulation based
learning experience

1st

∙Scenario: Patient with 
post-operative pain

∙Debriefing
∙Reflective journaling

∙ISBARR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Technical skill performance

                                  ⇩

2nd

∙Scenario: Patient with shortness of  
breath

∙Debriefing
∙Reflective journaling

∙ISBARR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Technical skill performance

                                  ⇩

3rd
∙Scenario: Patient with chest pain
∙Debriefing
∙Reflective journaling

∙ISBARR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Technical skill performance

⇩

Follow-up survey Not applicable ∙Self-confidence in ISBARR communication

ISBARR = identifica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read back

Figure 1. Research design and process. 

학생이나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는 의사소통의 명확성의 

증가(Hyun, Cho, & Lee, 2016; Kim & Kim, 2016; Kim, Choi, 

Jun, & Kim, 2016; Marshall, Harrison. & Flanagan, 2009), 자

기효능감의 향상(Kim et al., 2016), 임상수행능력의 증가(Kim 

et al., 2016)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SBAR 교육의 효과를 상자들이 자

가 보고한 의사소통 자신감 등으로 측정하여 객  측면에

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뮬 이션은 실수가 허용되는 안 한 환경에서 실과 유

사한 상황에 노출되어 상황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으로 

의사소통, 워크 등의 비기술 술기와 기술  술기의 개발  

평가가 용이하다(Ironside, Jeffries, & Marti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  술기 수행에 효과가 

있는지를 상자의 자가보고 수와 더불어 평가자의 행  

찰을 통해 확인해보자 하 다. 특히, ISBARR 요소  개발

이 더 요구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의료인 간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평가자가 찰한 ISBARR 의사소통 

행  수와 기술  술기 수의 계를 악함으로써 

ISBARR 의사소통 능력이 실제로 임상  수행과 련이 있는

지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 후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을 비교한다. 

∙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 동안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행 의 변화를 확인한다.

∙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 동안 간호

학생의 기술  술기 수행의 변화를 확인한다.

∙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술  술기 수행의 계를 분석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의사소통 행 , 기술

 술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단일군 반복

측정 설계로 진행하 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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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일 학 간호학부의 공필수 교과목인 통합실습을 수강하

는 4학년 학생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을 상

으로 하 으며 92명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 다. 표본 수 

산출은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간수 (d=0.3)

으로 주요 분석 방법을 반복측정 분산 분석으로 3회 측정할 

때 G-power 계산 결과 필요한 상자의 수는 총 20건이었다. 

본 연구의 시뮬 이션 교육에는 4명이 한 을 이루어 총 23

개 이 참여했으며 찰 행 의 분석 단 는 이었다. 총 

23개 의 녹화된 동 상  2개 의 동 상에 문제가 발생

하여, 최종 으로 21건의 동 상을 분석하 다. 자가보고 설

문지 작성에는 92명 모두 참여하 으며 락된 자료가 없었

다. 연구 상자는 남학생이 9명(9.8%), 여학생이 83명(90.2%)

이었고, 이 에 고충실도 시뮬 이션과 ISBARR 의사소통 교

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연구 도구

●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선행연구

(Andreoli et al., 2010; Enlow et al., 2010)를 고찰하여 확인, 

상황, 배경, 사정, 권유, 복창의 6개 요인에 한 정의와 시

를 제시하여, 이에 한 자신감을 5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평가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수

록 의사소통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796이었다.

● ISBARR 의사소통 행  

ISBARR 의사소통 행 는 시뮬 이션 상황에서 연구 상자

가 모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의사로부터 화

처방을 받을 때 ISBARR를 용하는 능력으로 측정하 다. 

연구자가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ISBARR 행 를 /아니오

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 으며 

구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기존 문헌(Andreoli et 

al., 2010; Enlow et al., 2010; Kesten, 2011)의 고찰을 통해 

ISBARR 요인의 구성항목을 확인하 다. 2 단계에서는 시나

리오에 따라 언 되어야 하는 ISBARR 의사소통 행 를 확인

하고 시나리오 특이  ISBARR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체

크리스트는 시나리오마다 공통 으로 6개 역, 30개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확인은 자기소개와 상 방 확인의 4개 항목, 

상황 설명은 환자이름, 성별, 나이, 화 한 이유(주요문제)등

의 4개 항목으로, 배경 설명은 진단명 는 과거력, 의학  

내과력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사정 역은 활력징후

를 포함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요하게 사정하여 보고해야 

할 항목을 9개로 항목 수를 일치시켜 구성하 다. 권유는 문

제해결방법에 한 일반  제안 1개와 구체  제안 1개를 포

함하여 2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복창은 시나리오에 따라 의

사의 지시  처방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복창하는지를 평

가할 수 있도록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3단계에서는 측

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운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10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시뮬 이션 

운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인, 시뮬 이션 교육을 하는 응

의학과 교수 1인에게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도

구를 이용하여 2인의 평가자가 독립 으로 녹화된 시뮬 이

션 동 상 5건을 평가하 으며 평가자간 신뢰도인 Cohens’ 

kappa는 0.667에서 0.911까지의 범 로 Landis와 Koch (1977)

의 해석에 따르면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인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 다. ISBARR 의사소통 행  

수는 기 되는 의사소통 행  비 수행한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수행률을 제시하 다. 

● 기술  술기 

시나리오별로 학습자에게 기 되는 기술  술기 행 를 평

가하기 하여 연구자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 다. 기 되는 

행 는 3개의 시나리오가 동일하진 않지만 공통 으로 주호

소와 련된 정보수집과 신체검진을 포함하는 환자 사정, 

기 독자  재  의사의 화 처방에 의한 재, 환자의 반

응 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수술 후 통증 시나리오에서 

기술  술기 평가 체크리스트는 13개 항목, 호흡곤란과 흉통 

시나리오는 각각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해 수행은 1 , 미수행은 0 으로 수를 부여하 다. 수행 

평가는 2인의 교수자가 독립 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 으

며, 체 항목 비 수행한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제시하 다.

진행 차  윤리  고려

본 연구의 실험처치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진행

을 하여 기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일 

학 간호학부 4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내용, 과

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상자들에게 ISBARR 

의사소통의 두 배경, 방법, 요소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 

후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에 한 사 조사를 진행하 다. 

사 조사를 마친 후 상자들은 주 1회, 3회에 걸쳐 시뮬

이션 교육에 참여하 다. 시뮬 이션 시나리오는 수술 후 통

증을 호소하는 환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환자, 흉통을 



남 경 아  외

41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4), 2017년 11월

호소하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나리오 등 3개로 구성하 다. 

시나리오 개요는 사 에 상자에게 배포되었다. 첫 번째 시

나리오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 

수술 후 1일 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두 

개의 시나리오는 각각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며 응 실에 

온 사례로 하 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상자들이 환자의 호

소를 듣고 환자 사정과 기 재, 의사에게 화 보고, 의사

의 화 처방에 따른 수행 등 3단계로 진행하도록 구성하

다. 4명의 학생들이 한 이 되어 시나리오에 참여하 으며 

의사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화를 이용하도록 안내하 다. 

교수자는 미리 비된 본을 바탕으로 의사 역할을 하 으

며, 조정실에서 화로 학생의 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내렸

다. 시나리오는 약 10-12분 간 진행되었으며, 시뮬 이션에서

의 역할은  내에서 자발 으로 결정하도록 하 다. ISBARR 

의사소통 행 는 의사와의 첫 번째 화통화에서 평가하 다. 

평가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연구 상자의 ISBARR 의사

소통 행 와 기술  술기를 평가하 다. 시나리오 수행 후 교

수자가 20분 정도 ISBARR를 포함하는 디 리핑을 시행하

다. 디 리핑 후에는 방으로 이동하게 하여 별로 ISBARR

를 포함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며 시나리오 수행을 성찰하게 

하 다. 

연구 상자들은 3주 동안 3회 시뮬 이션 교육을 마친 후, 

사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의사소통 자신감에 한 사후조

사에 참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5월 말부터 6월 

순까지 다. 매 시나리오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에 걸쳐 운

되었으며 시뮬 이션 경험에 한 확산을 최소화 하기 

해 다른 상자에게 시나리오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사 에 

당부하 다.

 

자료 분석

연구 상자의 사  사후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의 차이 

검정을 하여 총 은 paired t-test로, 요인 수는 순 형 변

수이면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콕슨 부호 순  검

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회의 시뮬 이션 교육 시 에 따른 ISBARR 의사소통 행

 변화의 분석은 ISBARR 요인별 행 의 경우 순 형 변수

이며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Friedman 검정으로 시행하 다. 

사후 다 비교는 Bonferroni 보정을 한 콕슨 부호 순  검

정으로 하 다(p<0.167). ISBARR 총 은 Shapiro-wilk test 결

과 정규성을 만족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Mauchly의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 다. 사후 다 비교는 

Tukey로 하 다. 

3회의 시뮬 이션 교육 시 에 따른 기술  술기 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기술  술기 수가 정규성을 만족

하지 않아 Friedman 검정을 활용하 다. 사후 다 비교는 

Bonferroni 보정을 한 콕슨 부호 순  검정으로 하 다

(p<0.167).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술  술기 간의 계를 분석하

기 하여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활용하여 검정하

다.  

연구 결과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연구 상자가 지각하는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은 사  

20.58±3.65 에서 사후 22.63±3.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t=-6.22, p<.001). 항목별로는 “의사( 는 동료)에게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Z=-3.01, 

p=.003)", “의사( 는 동료)에게  상황의 배경에 해 후 

사정  경 에 해 설명할 수 있다(Z=-5.30, p<.001)”. “환

자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의사( 는 

동료)에게 제공할 수 있다(Z=-4.17, p<.001)”. “의사( 는 동료)

에게 환자에 필요로 되는 것을 구체 으로 말할 수 있다

(Z=-3.04, p=.003)” 등 4개 항목에서 사  수에 비해 사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반면, “의사( 는 동료)에게 자

신을 소개할 수 있다(Z=-1.39, p=.165)”와 “의사( 는 동료)의 

처방(지시)을 반복하여 복창하고 불분명한 지시는 명확히 할 

수 있다(Z=-1.59, p=.111)”의 2개 항목에서는 사  수와 사

후 수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ISBARR 의사소통 행

ISBARR 의사소통 행  수행률은 첫 번째 통증 시나리오에

서는 59.8±12.0이었고 두 번째 호흡곤란 시나리오에서는 74.9± 

13.1, 세 번째 흉통 시나리오에서는 85.1±8.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행률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F=20.73, p<.001). 하  

요인별로는, ‘확인’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시뮬 이션에서는 

83.3±26.6, 2차 시뮬 이션에서는 84.5±20.1, 3차 시뮬 이션에

서는 88.1±24.5로 지속 으로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χ²=1.02, p=.600). ‘상황’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시뮬 이션에서 78.6±25.3, 2차에서 57.1±19.6, 3차에서 78.6±28.8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²=5.95, p=.051). 

‘배경’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시뮬 이션에서 55.6±34.0, 2차 

44.5±32.3, 3차 60.3±27.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χ²=3.75, p=.154). ‘사정’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23.3±14.9, 2

차 52.4±22.3, 3차 60.3±25.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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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f-confidence in ISBARR Communication Pre- and Post-Simulation (N=92)

Range
Pre test Post test

Z or t p
Mean±SD Mean±SD

I am confident to 

Describe identification to health care provider (HCP) 1-5 4.28±0.75 4.43±0.67 -1.39* .165

Describe the situation clearly to HCP 1-5 3.69±0.81 3.98±0.63 -3.01* .003

Describe the background of the situation clearly to HCP 1-5 3.29±0.83 3.86±0.69 -5.30* <.001

Describe the current assessment of situation clearly to HCP 1-5 3.14±0.83 3.59±0.75 -4.17* <.001

Describe the recommendation or request clearly to HCP 1-5 2.88±0.86 3.21±0.72 -3.01* .003

Speak up a clear read-back of the information to HCP 1-5 3.36±1.05 3.56±0.88 -1.59* .111

Sum of ISBARR 6-30 20.58±3.65 22.63±3.01 -6.22† <.001
* Wilcoxon signed rank test; †paired t-test
ISBARR = identifica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read back

Table 2. Percentage Scores of ISBARR Communication and Technical Skill Performance during Simulation (N=21)

Categories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χ²/F(p) Post hoc
Mean±SD Mean±SD Mean±SD

ISBARR communication 47.3±14.0 51.9±12.5 70.6±10.0 26.12*(<.001) 1,2<3‡

Identification 83.3±26.6 84.5±20.1 88.1±24.5 1.02†(.600)

Situation 78.6±25.3 57.1±19.6 78.6±28.8 5.95†(.051)

Background 55.6±34.0 44.5±32.3 60.3±27.1 3.76†(.154)

Assessment 23.3±14.9 52.4±22.3 60.3±25.3 24.53†(<.001) 1<2,3§

Recommendation 100±0.0 43.1±39.4 45.7±49.4 19.97†(<.001) 1>2,3§

Read-back 24.4±24.5 36.9±26.7 82.1±19.2 29.95†(<.001) 1,2<3§

Technical skill performance 59.8±12.0 74.9±13.1 85.6±8.7 20.73†(<.001) 1<2<3§

* Repeated measure ANOVA; †Friedman test; ‡Tukey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with a Bonferroni correction
ISBARR = identifica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read back

다(χ²=24.53, p<.001). ‘권유’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시뮬

이션에서 100%이었으나 2차에서 43.1±39.4, 3차에서 45.7±49.4

로 감소하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χ²=19.97, p<.001). 

‘복창’ 의사소통 수행률은 1차 24.4±24.5, 2차 36.9±26.7, 3차 

82.1±19.2로 시뮬 이션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다(χ²=29.95, p<.001)(Table 2).

기술  술기  

기술  술기 수행률은 1차 시뮬 이션에서 59.8±12.0, 2차 

74.9±13.1, 3차 85.6±8.7로 시뮬 이션 교육 시  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0.73, p<.001)(Table 2).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술  술기 간의 계

3회의 시뮬 이션에서 측정된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

술  술기 간에는 상 계가 없었다(1차 수술 후 통증 시뮬

이션 r=.159, p=.490; 2차 호흡곤란 시뮬 이션 r=.085, 

p=.713; 3차 흉통 시뮬 이션 r=.006, p=.981)(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ISBARR 의사소통 

행 , 기술  술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시행되

었다. 

연구 상자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은 시뮬 이션 교육 

에 비해 교육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

뮬 이션으로 SBAR 교육을 받은 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

었다고 지각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Hyun et al., 2016; Kim et al., 2016; De Meester et al., 2013)

와 유사하다. 하지만, ISBARR 요소 에서 ‘권유’에 한 사

 자신감이 가장 낮았는데 시뮬 이션 교육 후에도 여 히 

다른 요소에 비해 수가 낮았다. 지식과 임상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 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인다.  하나 주목할 은 연구 상자의 시뮬 이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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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ISBARR communication and Technical Skill Performance during Simulation 

(N=21)

Variables

ISBARR 

in POP

ISBARR 

in SOB

ISBARR 

in CP

Performance 

in POP

Performance 

in SOB

Performance 

in CP

rho (p) rho (p) rho (p) rho (p) rho (p) rho (p)

ISBARR in POP

ISBARR in SOB
.350

(.125)

ISBARR in CP
.121

(.601)
.094

(.685)

Performance in POP
.159

(.490)
.008

(.972)
-.093
(.690)

Performance in SOB
.199

(.387)
.085

(.713)
.191

(.408)
.244

(.287)

Performance in CP
.159

(.492)
-.378
(.091)

.006
(.981)

.012
(.959)

.107
(.644)

ISBARR=identifica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read back; POP=post operative pain scenario; SOB=shortness of 
breath scenario; CP=chest pain scenario

여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과 첫 시나리오에서 찰된 

ISBARR 의사소통 수행의 격차이다. 특히, ‘사정’과 ‘복창’에

서 지각하는 자신감에 비해 실제 수행률이 낮았다. 이러한 격

차는 ISBARR 기틀이 이론 으로는 비교  간단하고 명확하

여 학습자들이 쉽게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

에 정확하게 용하기 해서는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차 시나리오에서 찰된 ISBARR 의사소통 행 의 수행률

은 47.3%로 기 되는 수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 다. 

ISBARR의 모든 요소를 다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에

서도 반 으로 간호학생뿐 아니라 간호사들의 SBAR 의사

소통 수행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응 상황 시뮬 이션에서 

간호 학생의 SBAR 의사소통 행  수행은 35.4%이었으며

(Chapelain, Morineau, & Gautier, 2015), 장 시뮬 이션에서 

의사와의 의사소통에서 간호사의 SBAR 수행은 43%이었다

(Miller, Riley, & Davis, 2009). 간호 학생을 상으로 했던 

Chapelain 등(2015)은 간단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이 요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찰하 다. 첫 시

나리오에서 낮았던 ISBARR 의사소통 수행은 2차, 3차 시나

리오 경험으로 각각 51.9%, 70.6%까지 향상되었으나 일정 수

으로 도달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추가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SBARR 의사소통의 하  역별로는 3회 시뮬 이션 교육

이 진행되면서 ‘확인’, ‘상황’, ‘배경’ 역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확인’ 역은 화 의사소통에 한 기본  태도로써 

1차 시나리오에서 80% 이상의 높은 수행률을 보 고, 3차까

지 그 수 이 유지되었다. 반면 ‘상황’과 ‘배경’ 역은 1차 

병동 시나리오에 비해 2차 응  상황 시나리오에서 수행률이 

감소되었다가 3차에서 이  수 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응 상황에서는 상황이나 배경설명에 어려움을 느낀 것

으로 보이며, 3차에서는 유사한 응 상황이었지만 반복 경험

으로 인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경’ 역의 의사

소통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한 교육이 더 요구

된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시뮬 이션에서도 SBAR 양식의 

용에도 불구하고 의사와의 화 통화에서 화를 한 이유

에 해당하는 상황만을 보고하고 임상  상황의 원인이 될 만

한 배경 정보를 제 로 달하지 않아 결과 으로 의사가 상

황해결에 필요한 질문을 제 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Joffe et al., 2013).

‘사정’ 역의 수행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시나리오에서 부분의 연구 상자들이 환자의 련 정

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수집한 후 의사에게 보고

하 으나 디 리핑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져, 다음 시나리오에

서는 련 정보를 수집한 후 보고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하지만 2차와 3차 시나리오 간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일정 수  이상으로 향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ISBARR 기틀을 용한 보고를 하려면 환자와 련이 있는 

자료수집과 함께 환자상태에 한 임상  단을 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으로(De Meester et al., 2013; Lee, 2015), 의미 있

는 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해서는 학생들

의 상황 단과 사정 능력 향상이 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권유’ 행 는 시뮬 이션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감

소하 다. 이는 시나리오의 난이도와 련되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수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1차 시나리오에서는 

연구 상자들이 비교  명확하게 진통제 투여를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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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의사에게 제안하 으나 응 상황이었던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Compton et al., 2012)에서도 

신규간호사들이 SBAR 요소  ‘권유’를 가장 어려워하 는데 

이는 상황에 한 확실성이 없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Woodhall, Vertacnik, & 

McLaughlin, 2008)

‘복창’의 경우, 1차 시나리오에서 수행률이 24.4%로 낮았으

나 Härgestam, Lindkvist, Brulin, Jacobsson과 Hultin (2013)의 

외상 응  시뮬 이션 연구에서 간호사의 복창 수행이 14%이

었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 이었다. 본 연구에서 ‘복창’ 수행

률은 2차, 3차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각각 36.9%, 82.1%까지 

향상되었다. ‘복창’은 지식의 합성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

닌 정보를 다시 읽는 능력이기 때문(Perry, Wears, & Patterson, 

2008)에 임상  단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빠른 

향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창’은 검사결과를 보고하

거나 인수인계 는 구두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류를 방하거나 감소시키기 한 요한 기술이다

(Barenfanger et al., 2004;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edication Error Reporting and Prevention [NCCMERP], 

2001). 기 상황에서 복창을 했던 의료인이 그 지 않았던 

의료인에 비해 시뮬 이션 후 질문에 더 정확하게 답을 하

고 복창을 하지 않으면 정보가 정확하게 달되거나 이해하

는데 제한이 있었던 선행연구(Boyd et al., 2014)의 결과가 이

를 뒷받침해 다. 하지만 ‘복창’의 임상  유용성과 훈련의 용

이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는 지속 으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Miller et al., 2009) 이에 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학부에서부터 습 화 될 수 있도록 복창 기술을 교육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3차례의 시뮬 이션 교육 동안 기술  술기 

수행은 향상되었으나 ISBARR 의사소통 행 와의 련성에서

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pelain 등(2015)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의 SBAR 수행과 반  기술  수행 간

에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ISBARR는 의사소통 방법일 뿐 수행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Perry et al., 2008), 더욱이, 

아직 지식과 기술  술기 수행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여 ISBARR 의사소통과의 련성을 증명

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ISBARR는 

성공 인  수행을 한 요한 기술이며(Miller et al., 

2009), 정보 달(Chapelain et al., 2015) 는 오류발생 감소 

는 방(Andreoli et al., 2010; De Meester et al., 2013; 

Randmaa, Mårtensson, Swenne, & Engström, 2014) 등의 특정 

행 와 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De Meester 등

(2013)의 연구에서는 의사-간호사 간의 SBAR 의사소통의 도

입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환자의 기치 않은 사망이 감

소되었으며, Andreoli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낙상율이 높은 

재활병동에 의사-간호사 간 의사소통에 SBAR를 도입한 결과 

결정 이진 않지만 낙상 발생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ISBARR가 임상  결과 변인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ISBARR 의사소통과 간호행

 는 임상  결과와의 계를 규명하는 보다 엄 한 설계

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자의 자가 보고와 찰의 방법으로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ISBARR 의사소통 행 , 

기술  술기를 측정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ISBARR 교육의 

효과를 실제 으로 확인하 다는 강 이 있다. 한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술  술기 수행 간 련성을 탐색 으로 

확인해 으로써 ISBARR 의사소통 행 의 증가가 임상  유

용성으로 이 될 수 있을 지에 한 기 인 정보를 제공하

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는데 첫째, ISBARR 의사

소통 행 와 기술  수행을  단 로 분석하 기 때문에 연

구 상자 개인의 변화를 반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개인을 

상으로 하는 경우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즉, 각 시뮬 이

션마다 다른 학생이 ISBARR 의사소통을 하 기 때문에 시

에 따라 동일한 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근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다수의 학생을 교육하는데 시간을 약하는 효과 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시나리오에서 필수로 달해

야 하는 ISBARR 의사소통 행 의 수행 여부만을 측정하 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의 보고, 정보 달의 체계성, 간결성 등 

ISBARR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확산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제하지 못하 다. 넷째, 다섯째, 일 

간호 학의 학생을 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 으로 세 개의 시

나리오에서 ISBARR 의사소통과 기술  술기를 측정하여 수

행 수 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의사소통 기

술이 개발  유지될 수 있는 체계 이고 표 화된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ISBARR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뮬 이션 교육

은 간호 학생의 ISBARR 의사소통 자신감, ISBARR 의사소

통 행 와 기술  술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소별로는 ‘사정’과 ‘복창’ 수행이 특히 향상되었으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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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정’, ‘권유’ 역은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한 추가 교

육이 요구된다. ISBARR 의사소통 행 와 기술  술기 간의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ISBARR 의사소통의 임

상  효과에 해 정교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추후연구를 제언한

다. 첫째, ISBARR는 환자안 을 한 의사소통 방법이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ISBARR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를 수행수

이나 오류발생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인 연구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둘째, ISBARR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법이지

만 상황을 단하고 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ISBARR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추론 기술이 향상 될 수 있는지 실증

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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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imulated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on Self-confidence i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havior and Technical Skil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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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leads to medical errors and puts patients at 
risk of har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training in 
simulated settings on self-confidence in communication,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and technical skill 
performances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repeated measures design with one group was conducted. Data was 
collected from 92 nursing students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 observed behavior checklist.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paired t-test,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the Friedmann test, 
a Repeated Measures ANOVA, and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Self-confidence in communication, 
observed Identification-Situation-Background-Assessment-Recommendation-Read Back communication behavior, and 
technical skill performances of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the 
performance of Assessment and Read Back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communication of 
Background,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did not improve to a satisfactory level. Observed communication 
behavior was not correlated with the overall technical skill perform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training in simulated settings was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students’ confid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with physicians. Longitudinal studies with larger samples are recommend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training on clinical outcomes as well as communication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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