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R 보고  간호대학생  사 통명확 , 

사 통능력  보고 신감에 미치는 효과 
- 간호학 실습 -

창신대학  간호학과 조 수

The Effects of SBAR Reports Education on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Skill and Report Confident for Nursing Students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um-

Lee Oi Sun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Changshin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SBAR(상황-배경-사정-제안)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 -사후설계의 실험 연구로 G도 소재 간호 학생 44명을 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을 이용

하여 빈도, paried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SBAR 보고교육 후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t=-8.12, p<.001), 의사소

통능력(t=-4.37, p<.001) 보고자신감(t=-7.67, p<.001)이 SBAR 보고교육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BAR 보고교

육이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임상실습에서 SBAR를 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 간호 학생, SBAR 보고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BAR(Situation-Background-Assessment- 

Recommendation) reports on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skill and report confident for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4 nursing students from G city, 

and collected by self - report questionnaires from march 6 to april 20, 2018.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aried t-test using SPSS Win 23.0. After SBAR reports education, levels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larity(t=-8.12, p<.001), communication skill(t=-4.37, p<.001) and report confident(t=-7.67, p<.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levels before SBAR reports education. SBAR reports education improved the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skill and report confident. It is recommended to use a lot of SBAR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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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다학제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의

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요하다[1]. 특

히 간호사의 명확한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상태보고에 필

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매우 요한 역량

의 하나이다. 간호사의 명확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상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사

고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2,3].

복잡하고 바쁜 임상 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요한

환자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받기 해서는 의료진 간의

표 화된 의사소통 용은 반드시필요하다[3]. 국제의료

기 평가 원회[4]는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오류를

방하고 환자안 확보를 해 표 화된의사소통을 한

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SBAR는 응 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달을목 으로 개발된

표 화된 의사소통 도구로 상황(Situation), 배경

(Background), 사정(Assessment), 제안(Recommendation)

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5].

SBAR는 짧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측 가능한 형식으

로 되어 있다. 보고를 하기 표 화된 양식에 맞게 미

리 간호문제를 평가하고, 비 사고를 통한 한 해

결방안 모색 후 보고를 함으로써 의료 간에 일 성 있

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1].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SBAR를 용한 의사소통시 환자 상태 변

화에 한 인지능력과 정보의 조직화 능력이 향상되고

[3], 의사소통 정확도와 이해도[6]가 높아져 의사소통이

명확해지고[7], 의사소통능력[8]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진 간의 불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래되

었던 갈등 스트 스가 감소되고[9],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 문제 발생률이 감소하여

환자 돌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간

호사와 의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간호사-의사 간

력 계[8]가 좋아져서 의사소통 만족도[7]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간호사의자기효능감[2]과 셀 리더십

[1]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임상응 상황에

한표 화된SBAR 용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장에서부터 SBAR 용에 한

심을 가지고 간호 학생에게 반복 인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한다[10]. 그러나 재 간호 학생은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이유로 찰 주의 제한된 임상실습을 하고

있으며, 간호문제에 한 보고교육 한 체계 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1]. 임상상황에 해서 동

료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간호

학생 스스로도 보고를 매우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11].

간호 학생은 이론 지식을 간호 실무에 용하는 능력

과 의사소통능력[10]이 부족하여 임상상황에 한 보고

시 정보를 명확하게 달하지 못하고[10], 단순한 정보

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11]. 임상실습 교육은 간

호 학생의 간호과정 용 훈련 만이 으로 시행되

고 있으며, 일부 학에서 4학년 2학기 인수인계에 한

실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한 체계화된 보고교육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졸업한 신규간호사는 효

율 인 상황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자신의

임상 단에 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11], 불명확한 의사

소통을 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안 을 하며, 직무만

족도와 조직몰입도[5]을 하시키게 된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을 살펴보면 성인

과 여성간호학실습에서 SBAR를 이용한 단계별 의사소

통 교육 로그램이 SBAR기술·지식과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에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10], SBAR

용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의료 간 의사소통능

력[11], 보고명확성과 자신감[12]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간호 리학 실습에 용한 연구[13]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비 사고성향에는 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 자기표 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AR 보고교육은 보고시 논리 순서를 제공하여[10]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상황에 직면하 을 때 문제해결을

해 필요한 효율 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

고 빠른 정보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상황에

한 단 자신감을 증진시켜 간호역량을 강화시키므

로[14] 간호 학 교육과정에서 표 화된 SBAR 보고 교

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임상실습교육에

서 SBAR에 한 교육과 임상사례에 SBAR를 용하여

보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뮬 이션 실습에 용한 연

구 2편[11, 12], 간호 리학 실습에 용한 연구 1편[13],

성인과 여성간호학 실습에 용 연구 1편[10]으로 아직

까지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에 SBAR 용한 연구는 부

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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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졸업학년인간호 학 4학년을 상으

로 성인간호학실습 SBAR 보고교육을 시행하여그 효

과를 검증하고, 추후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

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SBAR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BAR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

성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둘째, SBAR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셋째, SBAR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보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SBAR 보고교육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 의

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규명하기

한 단일군 ·후 실험설계인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 상자는 G도 소재 C시에 있는 4년제 간호학

과에 재학 이며 성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 한 4학

년 학생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하 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11]을 참고하여

효과크기를 .80, 유의수 .05, 검증력 .80로 설정하 을

때 집단 당 최소 표본수가 26명으로 계산되었다[15]. 이

에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48명에게 자료수집을 하

으며, 설문지 응답이부실한 4명을 제외하고 최종 44명

을 상으로 하 다.

2.3 SBAR 보고

SBAR는 요한 문제와 련된 상황, 배경, 사정

제안을 바탕으로 한 명료한 의사소통을 한 략이다

[5]. 본 연구에서의 SBAR 보고교육은 SBAR을이용하여

성인간호학 실습시 사례 상자에 용한 SBAR 보고교

육을 말한다. SBAR 보고교육은 성인간호학실습을 하는

2주 실습 기간 에 이루어졌으며 한 당 8명으로 운

되었고, 실습분야는 응 실, 환자실에서 이루어졌다.

사 조사는 성인간호학 실습 1주차 순회지도시(수요일)

문헌고찰을 토 로 사정한 개인별 간호사례를 실습지도

교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후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

력, 보고자신감, 일반 특성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 이후 SBAR의 개념, 필요성, 용 시

등에 하여 30분간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 하도록 한 후

피드백 하 다. 이후 개인별 사례 상자의 사례를 SBAR

에 맞추어 수기로 작성하도록 한 후 개별 발표하고 다른

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한 후 실습지도 교수가 최

종 피드백을 하 다. 1주차 집담회시( 요일) 순회지도시

실습지도 교수로부터피드백 받은부분에 해 SBAR 보

고 양식으로 재수정한것을 발표하도록 한 후같은조원

끼리 SBAR 보고에서 잘못된 부분에 해 피드백하고토

론하여 수정하도록 하 다. 성인간호학 실습 2주차에도

같이 반복하여 시행하고 2주차 요일 집담회가 끝난

후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해 사

후조사를 실시하 다.

2.4 연 도

2.4.1 적 특  조사지 

간호 학생의성별, 연령, 종교, 간호학과만족도, 임상

실습 만족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2.4.2 사 통명확  

Marshall 등[7]이 개발하고 Cho[16]가 수정·보완한 의

사소통명확성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명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16]연구에서 Cronbach's α =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2이었다.

2.4.3 사 통능력 

Rubin[17]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

력 구성개념에 Hur[18]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

완 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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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

며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18]가 수정·보완시 Cronbach's α=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2.4.3 보고 신감

보고자신감은 0-10 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한 수

로 왼쪽끝 0 은 ‘ 자신 없음’에서오른쪽 끝 10 은

‘매우 자신 있음’으로 수가 높을수록 보고자신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2.4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집하 다. SBAR 보고교육을 시작하기 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희망하는 간호

학생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배부된 48부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재 후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

은 4부를 제외한 44부(91.6%)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료

수집된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통계 처리하 으며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은 빈도와백분율,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

통능력 보고자신감은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SBAR 보고 교육 ·후의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의 차이는 paried t-tes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간호대학생  적 특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은 성별은 여학생이 41명

(93.2%), 평균연령은 21.34세 다. 종교는 무가 31명

(70.5%)이었고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 19명

(43.2%),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21명(47.7%)으

로 가장 많았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ean±SD

Gender
Male 3(6.8)

Female 41(93.2)

Age 21.34±.60

Religion
Yes 13(29.5)

No 31(70.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19(43.2)

Neutral 17(38.6)

Dissatisfied 8(18.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0(45.5)

Neutral 21(47.7)

Dissatisfied 3(6.8)

Variabl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Communication Clarity 3.05±0.83 4.29±0.50 -8.12 p<.001

States name 2.82±1.33 4.60±0.57 -8.56 p<.001

States position ("nurse student") 2.91±1.39 4.73±0.45 -8.40 p<.001

States location 3.11±1.29 4.64±0.57 -7.18 p<.001

Confirms identify of other party 2.80±1.26 4.11±1.06 -4.88 p<.001

States one piece of patient identifying
information(name/department/attending physician)

3.23±1.19 4.57±0.62 -6.60 p<.001

States purpose of the call clearly and concisely 3.18±0.99 3.73±0.97 -2.48 .017

A problem’s urgency or appropriateness is stated 3.18±0.99 4.20±0.85 -5.20 p<.001

A patient’s problem in urgency is clearly emphasized 2.93±1.02 4.02±0.87 -5.94 p<.001

Problems are properly emphasized and stated in a logical order 2.75±0.91 3.86±1.02 -5.77 p<.001

Vital signs are related 3.50±1.24 4.68±0.51 -5.52 p<.001

Important matters are clearly and simply summarized 3.16±1.03 4.02±0.95 -3.73 p<.001

Necessary treatments for a situation are clearly stated 2.98±1.13 4.23±0.77 -6.31 p<.001

Help or advice is asked for clearly and directly 3.18±1.16 4.34±0.74 -5.78 p<.001

Certain questions or instructions are asked for clearly 3.00±1.20 4.32±0.77 -6.12 p<.001

Communication skill 3.68±0.53 4.09±0.50 -4.37 p<.001

Report confident 3.97±2.25 7.11±1.69 -7.67 p<.001

Table 2. Level of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skill, Report confident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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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BAR 보고  전·후 간호대학생  사

통명확 , 사 통능력  보고 신감  차

SBAR 보고 교육 과 후에측정한 의사소통명확성은

5 만 에 교육 3.05 에서 교육 후 4.29 으로 증가

하 으며 통계 으로는 유의하 다(t=-8.12, p<.001).

의사소통능력은 5 만 에 교육 3.68 에서 교육

후 4.09 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t=-4.37, p<.001).

보고자신감은 10 만 에 교육 3.97 에서 교육

후 7.11 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t=-7.67, p<.001)(Table 2 참고).

4. 논

간호학과 4학년을 상으로 성인간호학실습에서 용

한 SBAR 보고교육은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명확성은 교육 3.05 (범

1~5 )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간호 학생 4학년을 상으

로 한 선행연구[14] 40.69 (범 14-70 , 5 환산시

2.90 )과 유사하 다. Yu와 Kang의 연구[19] 2.30 (범

1-5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

용하 으나도구 보고시 본인의 이름, 직 , 부서를말

하는지의상황항목을 뺀 8가지항목만 측정한 상태로차

이가 있는 것으로생각된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3] 3.74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명확성은

교육 3.05 (범 1-5 )에서 교육후 4.29 으로크게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7, 14]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뮬 이션실습 기반의 SBAR

보고교육 후 보고명확성을 본 선행연구[12]에서 보고명

확성이 부분 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2, 3]에서 SBAR보고 후

의사소통명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의사소통명확성은 의사소통 원칙의 구성요소

의 하나로 달자가 그 의도하는 바를 말하고 피 달

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20], 본 연구

에서 간호 학생의 개인별 사례 상자에 한 보고를

SBAR 보고형식에맞게상황이나 문제를 알리기 에

달해야 하는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었는지, 이러한 상황

이 무엇인지를한 번 더숙고하도록 하게 하고보고 에

SBAR 보고 형식에 맞게 미리 기술하도록 한 후 보고하

도록 하여 의사소통명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에 SBAR 보고교육은 임상상황에서 의사나

동료간호사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 무엇을 찰하고, 어

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순서로 어떤 내

용을 달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용하도록 하여 구조

화하게 하고, 구조화된 정보가 긴 한 상황에서 빠른

단과 행동을 하기 한 직 지식 구조인 스키마를 향

상시킨다[6]. 그러므로 임상실습에서 SBAR 보고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 명확성

의 강화는 환자의 안 과 간호돌 의 질 향상에 기여하

므로 다양한 임상상황에 한 SBAR 로토콜을 개발하

고 반복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6]. SBAR

보고교육후 의사소통 명확성의 모든 문항이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의사소통명확성 문항 교육

‘문제를 하게 강조하고 논리 인 순서로 달한

다’가 2.75 (범 1-5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들이 사례 상자에 한 정확하고 명확한 사

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자의 주된 간호문제와 유발원

인에 한 악이 제 로 되지 않아 논리 인 순서로

달하는 것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과 교육 후 비교시 ‘통화목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한

다’가 가장 낮게 증가하 다. 이는 간호 학생들이 사례

상에 한 정확하고 명확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자의 주된 간호문제를 제 로 악하지 못하여 장황

하게 간호문제를기술하는경향을보인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에서 사례 상자의 정확한 간호문제

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사례 상자의 질환

에 한 문헌고찰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사례 상자와의 라포형

성이 어려워 상자의 간호문제를 자챠트만 보고 악

하고 상자와의 일 일 면담을 통한 사정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임상실습지도교수는 임상 장지도자

와 유기 으로 상호 력하여 사례 상자와 라포형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간호사정의 방법에 한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SBAR 보고를 잘 수행하기

해서는 상자의 정확한 간호문제 악이 우선 선행되

어야 하므로 반복 인 교육으로 간호 학생의 간호사정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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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교육 3.68 에서

교육 후 4.09 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SBAR보고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국외연구[21]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

구[8]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간호 리학 실습에 SBAR를 활용

한 선행연구[13]에서는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실

험 3.54 에서 3.52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연

구결과와 차이를 보여 추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

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은 SBAR 보고교육이

환자정보가 충분히 교환될 수 있도록인간의 인지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매우 효과 인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8].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은 환자의

재 상태나 변화를 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수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능력으로[21],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은 상자와의

치료 의사소통에 치 되어 있고 의료인간의 의사소통

교육은 학부과정에서는 매우 드물게 시행되고[11], 특히

임상실습시 환자에 한 보고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보고 기회 한 매우 제한 인 상태이

다. 간호교육 장에서 의료인 간의 보고교육을 체계화하

기 해서는 시뮬 이션 실습시 의사 화보고시나 임상

실습에서 임상지도교수의 순회지도나 집담회시 개별 사

례 상자에 한보고를 SBAR 용하여 보고하도록 하

여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해야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보고자신감은 10 만 에 교육 3.97 에서 교육

후 7.11 으로 크게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는 시뮬 이션 실습에서 SBAR 보고교육 효과를

본 선행연구[12]에서 보고자신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시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교육과 실습은거의 이루

어지 않은 상태로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동료

간호사의 인수인계나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상황 등에

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상실

습 동안 같은 의 동료나임상실습지도교수에게 구조화

된 SBAR 보고를수행하여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

된다. 이러한 교육으로 보고자신감이 상승되면 간호에

한 만족감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실습 스트 스

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 으로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 학

생을 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한 집단을 상으로 한 단

일군 사 사후 실험설계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의

사소통 명확성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한 것에 있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조군을 두고, 의사소통

명확성을 평가자가 측정하여 객 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인간호학 실

습에서 SBAR 보고교육을 시행 후 그 효과를 검증한 것

에 있으며, 임상실습 사례를 SBAR에 용하여 보고

하게 함으로써 공지식을 실무에 용하는 능력을 향상

시켰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을 상으로 성인간호학 실

습에서 SBAR 보고교육을 용 후 간호 학생의 의사소

통명확성, 의사소통능력 보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 -사후 설계 실험연구이

다. 연구결과 SBAR 보고교육이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

통능력 보고자신감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간호학실습에서의 SBAR 보고교육은 간호 학생에

게 사례 상자의 주된 간호문제를 악하고, 간호문제와

련된 상자의 상황에 해 제시하고 간호문제에 따른

사정과 간호문제에 한 치료와 간호에 한 제안을 하

도록 교육하 다. 이러한 교육은 의사소통명확성 뿐만

아니라 비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효

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6]에서 SBAR

보고교육이 조직 인 흐름을 제공하며, 집약 이고 빠르

게 정보를 조직화하도록 하여 비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 사고성향이

선행요인으로이론을비 으로실무에 용하여 SBAR

보고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 사고성

향과 SBAR 보고능력과의 계의방향에 한연구가필

요하다고생각된다. 본 연구는 4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학기 2주간의성인간호학 실습에만 용하여 교육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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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임상실습교과목이 유기 으로 연계하여

SBAR 보고교육을 용 후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와

SBAR 보고교육을 받은 상자가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SBAR 보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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