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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병원 근무 간호사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시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국내외의 5개 데이터 베이스(PUBMED, EMBASE, CINAHL, PsycINFO, RISS)를 활용
하여 최근 10년간 발표된 문헌을 추출한 후 분석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간호사, 의사소통 등이었으며 총
13편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은 강의,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
서 의사소통역량이 향상되었다. 향후 다양한 부서의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
봐야 한다. 또한 도구를 결정할 때 연구목적에 따라 참여자의 자가보고에 따른 주관적 평가도구와 함께
관찰자를 통해 확인된 참여자의 행위변화와 같은 객관적 평가도구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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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sever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nurses working in
hospitals, no evidence-based systematic review has yet been conducted on their efficacy.
Methods: In this systematic review of communication programs for nurses, we searched for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20 in four foreign databases and one domestic database (PubMed,
Embase, CINAHL, PsycINFO, and RISS). The papers identified were evaluated on their quality using
Version 2 of the Cochrane risk-of-bias tool for randomized trials (RoB 2). The main search terms
included “nurse”, “communication”, “program”, and “intervention.” Thirteen articl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communication programs utilized various teaching methods – such as simulation, reflection,
and debriefing – with a majority of these programs significantly improving participants’ communication
skills and performance. However, the overall quality of the studies was low concerning the
randomization process and measurement; relatively few studies made use of online education methods.
All variables assessed using self-reported measures were significant, but not all showed significant
results when using objective measures as assessed by the evaluators.
Conclusion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a need for programs dealing with nurses’ communication with
health care providers in diverse clinical settings and online-based simulation programs. Moreover,
high-quality literature applying the randomization process and measurement is requir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use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to evaluate the overall communication
capacities of nurses and reflect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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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주요업무는 대상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

고 교육하는 것인데, 이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
역량이다[1].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동료 의료진 및 기타 부서의 다양한 종사
자들과 관계를 맺고 업무를 조정해야 하므로 간호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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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기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역량이다[2].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팀 관계 그
리고 환자의 회복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3], 의료진간의 의사소통 부족뿐 아니라 의사와의 수직
적, 비주장적 의사소통을 경험할수록 간호사의 이직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게다가 타 부서 종사자들
과의 업무조정 시 의사소통이 미흡할수록 환자안전과 건
강에 위협이 되는데[5], 이는 결국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과 간호직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
사들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의사소통기술은 대부분 학부 때 학
습한 의사소통 교과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 이 시기
에 의사소통 관련 이론, 치료적 의사소통,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이론 교과목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실무
에까지 연결되기 쉽지 않으며 복잡한 임상현장을 모두 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6]. 또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교육은 단발성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이 대부분
이라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2]. 특히,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효과적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
제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이 부족한 실정이다[1,2].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중요
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간호사들을 위
한 의사소통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이론강의, 역할극(role-play), 토
의, 디브리핑, 팀 활동,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병용
하여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SBAR)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 비폭
력 의사소통 교육 등의 연구들을 시행하였다[7-13]. 국외
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살
펴보면 이론 강의, 역할극, 연극치료 기법의 적용, 온라인
매체 활용, 시뮬레이션, 팜플렛, 반영(reflection), 피드백
과 토의, DVD 보기 등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14-24].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
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가 있었으나 각 부서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였기에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념과 근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연
구자마다 사용하는 도구와 연구 참여자 그리고 측정기간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프로그
램의 내용, 효과 및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여
추후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최상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조사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
찰은 없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을 위한 자기주장 의사소통
프로그램,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SBAR 프로그램, 의사소
통기술 향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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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재의 내용과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경
향이 있었다[25-27]. 또한, 연구결과로 상반된 결과(효과
있음/효과없음)를 보고하였고 질 높은 문헌의 부족
(low-modest)을 확인하였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구성,
내용, 결과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
요하다[25-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의사소통역량의 향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한 프로그램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효과를 확인하고 참여자의 특
성, 프로그램의 근거,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변수
및 효과 등의 구체적인 특성과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
후 의사소통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2011년 이후로 병원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중재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
램의 특성(프로그램의 개념, 이론적 근거, 참여자, 구성요
소, 측정방법, 변수, 효과 등)을 파악한다.
2)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
로그램을 시행한 문헌의 질(quality)을 평가한다.
3) 최근 10년간 국내외에서 시행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동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
행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확인하여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이다.

2. 문헌 검색
1) 문헌 검색 전략
본 연구는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에서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
찰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었다[28].
2) 핵심 질문
체계적 문헌고찰의 기술 형식인 PICOTS-SD을 기반으
로 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으로
는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였고, 중재
(Interventions)로는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위한 중재연
구로 강의, 사례 기반, 역할극, 시뮬레이션, 웹 기반, 반영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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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이 있는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대조군의
조건으로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중재를 실시하지 않고 일
반적인 교육이나 강의를 실시하였거나 wait-list 그룹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중재결과(Outcomes)로는 프로그램
의 효과를 의사소통 관련 변수인 의사소통의 질, 의사소통지
식, 의사소통기술, 의사소통 자기효능감(communication
self-efficacy), 의사소통유능감(communication competence), 공감, 실제 행동(performance or behavior)의
변화 등을 통해 양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중재 전후, 그
리고 12개월까지 추적관찰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세팅(Setting)으로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
그램을 진행한 기관을 포함하였으며 무작위 대조 연구 설
계(Study designs)를 적용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3)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최근 10
년간 출판된 국내외 문헌 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주요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문헌검색을 시행하였
고,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었다. 국외 데이터베
이스는 PUBMED, EMBASE, CINAHL, PsycINFO로 총
4개를 선택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로 1개를 선택했다. 문헌검색에 사용된 주요
검색어로는 국외의 경우 ‘nurse’, ‘communication’,
‘program’, ‘intervention’ 등을 조합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간호사’,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등을 조합하
여 검색했다. 주요 검색어에 따라 작성된 검색식은 다음과
같다.
(“nurses” [MeSH Terms] OR “nurse*” [Title/Abstract]) AND (“communication” [MeSH Terms] OR
“communicat*” [Title/Abstract] OR “convers*” [Title/
Abstract] OR “assertive” [Title/Abstract] OR “speak
up” [Title/Abstract] OR “SBAR” [Title/Abstract] OR
“scenario*” [Title/Abstract] OR “role playing”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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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R “role play*” [Title/Abstract]) AND (“computer simulation” [MeSH Terms] OR “simulation
training” [MeSH Terms] OR “simulation*” [Title/Abstract] OR “train*” [Title/Abstract] OR “internet based
intervention” [MeSH Terms] OR “intervention*” [Title/
Abstract] OR “education, nursing” [MeSH Terms]
OR “educat*” [Title/Abstract] OR “program evaluation” [MeSH Terms] OR “evaluat*” [Title/Abstract] OR “program*” [Title/Abstract]) AND “control”
[Text Word]
논문 검색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일 동안 시행하였다.
4)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
본 논문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
되었으며, 병원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
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연구이다. 학위논문이거
나 학교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연구 혹은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목적이 의사소통역량 증진이 아닌 환자의 건
강 관련 변수의 변화를 본 연구는 제외하였다.
5) 문헌선택과정
위의 검색엔진과 검색식을 통하여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서 1,732건, EMBASE에서 1,032건, CINAHL
에서 67건, PsycINFO에서 156건이 검색되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7건이 검
색되어 총 2,994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ENDNOTE를
활용하여 중복된 문헌 322건을 제거하였으며, 제목과 초
록을 통해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2,619건을 제거하였다.
53건의 문헌의 전문을 살펴보아 문헌의 적합성을 검증하
였고 이 중 9건의 문헌이 연구대상으로 인해, 23건이 연
구 디자인으로, 5건이 결과변수로, 3건이 초록만 포함하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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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문헌의 전문을 포함하지 않아 제거되었으며 최종적
으로 총 13건의 문헌이 선정되었다(Fig. 1).

3. 자료분석
최종 13편의 문헌[9,14-24,29]의 특성을 반복 확인하
여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
였다. 각 문헌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의 목표, 이론적 근거, 참여자, 구성요소, 측정방법, 변수,
그리고 효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N=13)
Variables
Publication year
Countries

Department of work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Sample size

Categories

N (%)

2011∼2015
2016∼2020
United States
Netherlands
Iran
Taiwan
Belgium
Turkey
South Korea
Surgical/internal wards
Oncology wards
Primary care unit
OBGY unit
Emergency unit
NICU
Surgical/internal/pediatric/
OBGY wards
Pediatric wards/ER/ICU
All wards/ER/ICU
20≤N＜30
30≤N＜40
40≤N＜50
Not specified
10≤N＜40
40≤N＜80
80≤N＜120
≥120

9
4
4
2
2
2
1
1
1
3
2
2
1
1
1
1

(69.3)
(30.7)
(30.7)
(15.4)
(15.4)
(15.4)
(7.7)
(7.7)
(7.7)
(23.1)
(15.4)
(15.4)
(7.7)
(7.7)
(7.7)
(7.7)

1
1
4
3
3
3
2
5
2
4

(7.7)
(7.7)
(30.7)
(23.1)
(23.1)
(23.1)
(15.4)
(38.5)
(15.4)
(30.7)

4. 문헌평가
최종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는 Version 2 of the Cochrane risk-of-bias tool for randomized trials
(RoB 2)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이 도구의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 도메인인 ‘무작위 배정 절차(Randomization
process)’, ‘의도한 중재로부터의 벗어남(Deviations from
intended intervention)’, ‘불완전한 결과의 처리(Missing
outcome data)’, ‘결과의 측정(Measurement of the
outcome)’, ‘선택적 결과보고(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메인의 세부 문항은
‘그렇다(Yes)/아마도 그렇다(Probably Yes)/아니다(No)/
아마도 그렇지 않다(Probably No)/정보 없음(No Information)’의 다섯 가지로 응답할 수 있다. 최종적인 질 평
가로 Low Risk, Some concerns, High risk 중 한 가지
로 판단할 수 있다. 두 연구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적
으로 도구의 기준에 따라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연구자간
응답이 불일치한 경우 해당 문헌을 함께 살펴본 후 놓친
정보는 없는지 등의 재평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질 평가
를 완료하였다.

결

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OBGY: Obstetric and gynecological,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ICU: Intensive care unit.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한 13편 문헌[9,14-24,29]
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출판된 문헌은 9편[9,14-20,29]이었다. 연구 수행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4편[14,16,22,24]으로 가장 많
았고 네덜란드[15,20], 이란[17,23], 대만[19,29]에서 시
행한 연구가 각 2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부서
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술실과 정신과 부서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는 없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문헌이 4편[9,19,23,29]
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참여자의 수는 40명 이상 80명

Table 2. Results of the quality of assessment of the studies (N=13)
Authors (year)
Doyle et al. (2011)
Weert et al. (2011)
Koo et al. (2012)
Curtis et al. (2013)
Khodadadi et al. (2013)
Canivet et al. (2014)
Hsu et al. (2014)
Noordman et al. (2014)
Hsu et al. (2015)
Kahriman et al. (2016)
Oner et al. (2018)
Pangh et al. (2019)
Bowen et al. (2020)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Domain 5

Overall qual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omain 1: Randomization process, Domain 2: Deviations from the intended interventions, Domain 3: Missing outcome data, Domain 4: Measurement of the
outcome, Domain 5: 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
+: low risk, !: some concerns, −: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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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5편[14,15,17,21,22]으로 가장 많았다.

2. 문헌의 질 평가
다섯 가지 도메인인 ‘무작위 배정 절차’, ‘의도한 중재로
부터의 벗어남’, ‘불완전한 결과의 처리’, ‘결과의 측정’,
‘선택적 결과보고’를 기반으로 하여 13건의 문헌의 질 평
가를 시행하였다. 다섯 가지 도메인 모두에서 Low risk
판단을 받아야 전반적인(Overall) 질 평가에서 Low risk
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서
Some concerns 판단을 받으면 전반적인 질 평가에서
Some concerns의 평가를 받게 되고, 최소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서 High risk 판단을 받게 되면 전반적인 질 평
가에서 High risk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질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Low risk
문헌은 3편[14,15,22], Some concerns 문헌은 8편[9,16,
18-21,23,29], High risk 문헌은 2편[17,24]으로 나타났
다(Table 2). 도메인 2, 3, 5에서는 Low risk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도메인 1과 도메인 4에서는 Some
concerns 혹은 High risk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3. 병원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특성
각 문헌에서 제시한 참여자의 특성, 프로그램의 형식,
구체적인 중재방법, 측정방법, 결과변수 그리고 효과는
Table 3, 4와 같다.
1) 참여자의 특성
13건의 문헌 중에서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문헌은 12
편[9,14,15,17-24,29]이며, 간호사뿐 아니라 레지던트와
펠로우를 포함한 문헌은 1편[16]이었다. 신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9]이 있었으며 신규 간호사를 일
부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는 2편[19,29]이 있었다.
2)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13편 모두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였으며, 환자와의
관계 증진을 포함한 연구가 11편[9,14-20,23,24,29]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어려운 상
황에서의 의사소통[14], 통증 관리[16], 퇴원 계획[29], 공
감[21],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22],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의 의사소통[24] 등으로 다양했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11편[9,14-16,18-23,29]으로 대
부분의 연구에서 중재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중재 회기는 1회기성의 워크샵부터 8회기까지 다양했
으며, 8회기의 중재를 시행한 연구가 4편[9,16,19,23]로
가장 많았다. 중재를 시행한 총 시간은 3시간부터 105시
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중재를 제공하는 총 기간이
1달 이상 3달 미만인 연구는 7편[9,15,17,18,21-23]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방법으로는 강의, 활동(Activity), 디브리핑, 과제
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문헌에서 활동의 방법을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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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디브리핑을 활용한 연구는 11편[9,14-16,18-22,24,
29]이었다. 강의를 시행한 연구는 10편[9,14,16-20,22,
24,29]이 있었으나 강의만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는 없었
다. 각 문헌에서 시행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
면 자료, 비디오/DVD/필름, 시뮬레이션, 반영, 온라인 매
체 등이 있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러 활동들을 병행하
여 중재를 제공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가장 많이 사용된 방
법으로 총 10편[9,14-16,18,19,21,22,24,29]의 문헌에서
사용되었으며, 반영을 적용한 연구는 8편[14-16,19-21,
23,29]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문헌은 3편
[15,20,22]에 불과했다. 특히, 시뮬레이션의 수준이 역할
극(role-play), 연극 기법 적용, 삽화, 사례, 시나리오 등
으로 다양했으며 역할극을 사용한 연구가 6편[14-16,18,
21,22]으로 가장 많았다.
3) 측정 방법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사전, 사후 총 2회 측정한 연구는 11편[9,14-18,
20-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측정을 포함하여 총 3회
측정한 연구는 2편[19,29]이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객관적 지
표가 사용되었으며, 객관적 지표를 통한 측정은 총 10편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지
표만을 적용한 연구는 5편[15,18,20,22,24], 객관적·주
관적 지표를 모두 적용한 연구는 5편[9,14,16,19,29]이었
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 중 기존에 개발된 측정도
구를 사용한 연구는 5편[14,19,20,22,29]으로, 이중 가장 많
이 사용한 도구는 객관적-구조적 임상능력평가(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였다. 연구자
가 개발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5편[9,14,15,18,
24]이었는데 이 중에서 2편[15,18]의 경우 인터뷰 녹음
혹은 비디오 녹화 내용을 빈도 분석하였고, 1편[24]은 의
사소통 행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고, 1편[9]은
실제 조기 사직률을 계산하는 등 측정의 범위와 대상이 다
양했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관찰자 혹은
평가자 등이 간호사의 의사소통을 평가한 문헌은 7편
[14,15,18-20,22,24]이었으며 표준화 환자가 간호사의
의사소통을 평가한 문헌은 1편[29]이었다.
4) 주요 변수와 효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유의한 의사소통
관련 변수가 있었으며, 가장 많이 측정된 변수는 의사소통
기술과 의사소통행동이었고 그 외 측정된 변수로는 의사소
통효능감, 의사소통유능감, 학습 만족도, 의사소통의 질,
환자의 우울,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 이직의도 등이 있
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8편[15,17,18,20-24]이 의
사소통기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중 4편[17,21,23,24]은
유의하였으며 3편[15,18,20]은 의사소통기술의 일부분만
유의하였다. 의사소통기술을 측정할 때 사용한 도구가 연

Authors

Doyle
et al.
(2011)

Weert
et al.
(2011)

Koo
et al.
(2012)

Curtis
et al.
(2013)

Khodadadi
et al.
(2013)

Canivet
et al.
(2014)

No

1

2

3

4

5

6

48

42

23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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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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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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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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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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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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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ursepatient
communication on
cancer p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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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Nurse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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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based
on asser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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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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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Nurse-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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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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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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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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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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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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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me
within
10 months

Immediately
1 time

Immediately
1 time

Immediately
1 time

Lecture

Immediately
1 time

Not
2 months
specified

32 hours

3 months

5

8

7 hours
in
4 weeks

Program Measurement
duration
period

2

Theore
tical
Sessions
frame
work

Program format

Table 3. Summary of intervention program studies to improve communication of nurses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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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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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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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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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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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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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
at the end
of the
program,
1 time
after
1 month)

Program Measurement
duration
period

Not
6 months
specified

4

Theore
tical
Sessions
frame
work

Program format

○

×

○

○

○

Lecture

Intervention method

○

○

○

○

○

○

○

○

○

○

×

×

×

×

×

Activities Debriefing Assignments

Table 3. Summary of intervention program studies to improve communication of nurses (N=13) (continued)

#Modified Pian-Smith
speaking up scale
rated by instructors

×

#Maastrichtse
Anamnese en
Advies Scorelijst
met global items
(MAAS-global) rated
by instructors
#Behaviour Change
Counselling Index
(BECCI) rated by
instructors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for
Communication
Competence rated
by SP/Performance
rated by instructors
#Global rating of
Communication
Performance
Checklist (CPC)
rated by instructors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for
Communication
Performance
Checklist (CPC)
rated by instructors
#Myocardial
nfarction Knowledge
Test (MIKT)

Objective

Subjective

ㆍInstructors’

satisfaction**

ㆍLearning

self-efficacy**

ㆍCommunication

competence**

ㆍCommunication

infarction
knowledge
ㆍCommunication
performance
ㆍGeneric
communication
skills*
ㆍ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
ㆍClinical
competence

ㆍMyocardial

satisfaction**

ㆍLearning

self-efficacy**

ㆍCommunication

competence**

ㆍCommunication

Outcome
variables

×

ㆍSpeaking up

communication
performance**
ㆍSP’s
communication
competence
ㆍGlobal rating of
CPC
#Empathy Skill Scale ㆍEmpathy**
(ESS)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CCS)
#Communication
Self-Efficacy Scale
(CSES)
#Learning
Satisfaction Scale
(LSS)

×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CCS)
#Communication
Self-Efficacy Scale
(CSES)
#Learning
Satisfaction Scale
(LS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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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n
et al.
(2020)
13

**Significant, *Partially significant, SP: Standardized patient.
Debriefing included individual or group debriefing, feedback, group discussion, follow-up meeting. Instructors included raters, observers, evaluators.

#Developed
communication skills
performance
Checklist rated by
instructors
#Developed empathy
score rated by
instructors
○
○

Pangh
et al.
(2019)
12

5

7

Nursecaregiver
communication on
sensitive
issues

×

1

3~4.5 hour Immediately
for 1 day 1 time

○

×

#Verbal and non-verbal ㆍVerbal/noncommunication skills
verbal communi#Patient safetycation skills**
ㆍPatient safetyrelated
related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s**
ㆍCommunication
×
skills performance**
ㆍEmpathy**
×
×
×
○

×
Immediately
1 time
8 weeks
8
○

Nurse-patient
communication
62

Authors

Exp
(N)

http://www.stressresearch.or.kr/

No

60

Activities Debriefing Assignments
Lecture

Cont
(N)

Main
concepts

Theore
tical
Sessions
frame
work

Program Measurement
duration
period

Program format
Participants
(N)

Table 3. Summary of intervention program studies to improve communication of nurses (N=13) (continued)

Intervention method

Objective

Measurement

Subjective

Outcome
variables

76 Yeseul Jeon, Heeseung Choi

구마다 제각각 달랐으며 특히, 연구자가 개발한 의사소통
기술 도구를 사용한 경우 의사소통기술의 일부분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15,18,20]. 1편[15]의 경우 7가지 이슈
중에 2가지인 ‘Discussing realistic expectations’, ‘Less
rehabilitation information’만 유의하였고, 1편[18]의 경
우 12개의 의사소통 전략 중 ‘More questions about
pain related emotion’, ‘Assess cognition with pain
more frequently’, ‘Less paternalistic statement’가 유
의했으며, 1편[20]의 경우 의사소통기술의 13개 척도 중 3
개인 ‘request for help’, ‘physical examination’,
‘information giving’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
통행위 증진에 목표를 둔 4편[14,19,24,29]의 경우 1편
[24]이 유의했으며, 1편[29]의 경우 표준화 환자가 측정한
행동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부 평가자(instructors)가 평
가한 행동만 부분적으로 유의했으며, 나머지 2편[14,19]
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
하기 위해서 객관적-구조적 임상능력평가(OSCE)가 주로
사용되었다.
객관적, 주관적 지표에 따른 의사소통기술 및 의사소통
행위 변수의 유의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변
수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한 연구는 8편[14,15,1820,22,24,29]이었으며 이중 3편[14,19,22]은 유의하지
않았고 4편[15,18,20,29]은 일부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주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3편[17,21,23]
이었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출판된
문헌 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
사소통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동향을 살펴
본 후 간호사 대상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재의 전략과 방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부합한 13편의 문헌이 분석과정을
거쳤으며, 13편 모두 모두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연구
였다. 그러나 무작위 배정 절차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부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대상자의 기술 및 행동 변화를 관찰
하는 중재연구 특성상 이중 눈가림이 진행되기 쉽지 않았
다. 그로 인해 질 평가 시 도메인1에서 문제가 여러 문헌
에 드러났으며 이러한 편향(bias)이 도메인4인 측정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1과 4에서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을 연구와 무관한 제
3자가 시행하고, 참여자의 행동을 측정할 경우 중재 진행
과 관계없는 관찰자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설
계의 근거, 한계점 등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부서가 매우 다양했으나 수술
실과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없었다. 수술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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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ous activities using in studies (N=13)
Category

Doyle
et al.
(2011)

Weert
et al.
(2011)

Koo
et al.
(2012)

Written materials
Video/DVD/film
Simulation
Reflection
Game
Online education

●
●
●
●
○
○

●
●
●
●
○
●

○
○
●
○
○
○

Curtis Khodadadi Canivet
et al.
et al.
et al.
(2013)
(2013)
(2014)
○
○
●
●
○
○

●
○
○
○
○
○

○
○
●
○
○
○

Hsu Noordman Hsu Kahriman Oner
et al.
et al.
et al.
et al.
et al.
(2014)
(2014)
(2015)
(2016)
(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ngh
et al.
(2019)

Bowen
et al.
(2020)

Total

●
○
○
●
○
○

○
●
●
○
○
○

4/13
6/13
10/13
8/13
1/13
3/13

Written materials included booklet, pamphlet, pocket card, notebook.
Simulation included role play, improvisation, vignettes, case, scenario, practice.

사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수술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의
사소통만 하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
을 것이며[30],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신간호
사의 특성상 의사소통역량이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높으므
로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이들을 위한 연구
가 없었을 것이다[31]. 실제로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병동
간호사보다 의사소통역량이 더 낮았고 위계화된 의사소
통, 소극적인 자기주장 그리고 불명확한 의사소통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이 요구된다[30,32]. 최근 정신간호사와 대상자의 치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정
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적 의사소통기술 훈련
이 필요하다[33]. 따라서 향후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교
육 중재를 제공할 때 일반병동, 특수병동 등의 다양한 부
서 각각의 의사소통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임상현장에
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의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를 포함한 문헌은 3편이었는데, 이중 연차
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 문헌은 1편이었고 나머
지 2편의 경우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교육을 제공하
였다. 신규 간호사의 의사소통 경험을 살펴보면 동료 간호
사, 의사, 환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태움과 폭언과 같
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이직을 고려했
다[34]. 이를 반영하듯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2.7%로
평균 간호사의 이직률인 15.7%보다 무려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한편, 경력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기술은 향상되나 위중한 환자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등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신규 간호사와는 다른 의사
소통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들을 탐색한 후 이에 대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주로 간호사-환
자의 관계 증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3편에 불과했다. 의료사
고의 60∼70%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문제로 기인한다는
통계자료[36]를 감안했을 때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위
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간호사와
의사간의 의사소통문제는 환자의 부정적인 건강결과나 안

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확
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공감, 자기주
장, 퇴원계획,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등의 다양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여러 임상현장에 맞게
임종간호, 노인 혹은 아동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더욱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중재 프로그램마다 중재 회기/시간/기간이 상이했으며,
가장 많은 문헌에서 보고한 중재 회기는 8회기였고 중재
기간은 1달 이상 3달 미만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1]에 따
르면 의사소통 기술은 단기간에 증진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 회기성의 교육보다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을 강조하였
다. 또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메타분석 한 연구[37]에
따르면 9∼10회기, 70∼150분의 시간, 총 5∼8주의 기간
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효과 크기가 가장 크다고 보고했다.
선행연구들[1,37]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중재 회기/시간/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경우,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시
행할 때 강의만 단독으로 시행하기보다 시뮬레이션, 온라
인 매체의 활용, 과제 등의 여러 방법을 병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중 역할극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과 디브
리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교육 효과는 큰 편이었으며[38], 역할극을
활용하였을 때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
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다고
보고했다[39]. 디브리핑을 제공할 때는 강의식 방법은 지
양하고 자신의 수행을 직접 관찰한 후 피드백을 받는 방법
이 효율적이다[40]. 앞으로도 간호교육에 시뮬레이션과
자아성찰을 기반으로 한 디브리핑 방법을 통해 간호사들
의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웹 기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와
는 달리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웹 기반의
연구는 3편에 불과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동향을 조사한 연구[41]에
따르면 2013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해당 연구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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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에 관련 문헌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
상현실을 포함한 웹 기반 기술이 교육, 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실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 더욱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교육을 위해
시행된 웹 기반 시뮬레이션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간호술기를 교육하거나 심폐소생술과 같이 시행순서를 습
득하는 시뮬레이션이 주를 이루었으며, 의사소통과 같이
상황적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연구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
다[42]. 향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중재 프로그램의 측정방법을 살펴보
면 주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3편에 불과했고, 10편에
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개발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문헌은 5편이었으며, 각 연
구마다 항암병동, 신생아 중환자실 등과 같이 특정 임상현
장에 맞추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문헌마다 상이했다. 객
관적 지표인 객관적-구조적 임상능력평가(OSCE)를 사용
하여 간호사의 의사소통행동을 측정한 연구[29]에서 외부
평가자가 측정한 간호사의 의사소통행동 변화는 유의하였
고 동일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가 측정한 경우
유의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평
정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 훈련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평가자들이 간
호사들의 의사소통기술 및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자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
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많이 사용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연구자가 개발한 지표나 주관적 보고에 따
른 지표들을 사용한 연구가 많아서 중재의 효과를 상호비
교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같은 객관적-구조적 임상능력
평가(OSCE) 도구를 사용했더라도 평가자에 따라 중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상호비교가 더욱 쉽지 않았다. 임상
현장의 상황별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도구의 개발도 필
요하지만, 전반적인 의사소통역량을 일괄된 지표로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
프로그램의 대상자, 내용 및 구성방식 등이 다양했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대부분이 간호사의 의사소통역
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측정된 변수
는 의사소통기술과 의사소통행동이었고, 이를 주관적 지
표를 통해 측정한 경우 3편 모두 유의했으나 객관적 지표
를 활용하여 측정을 한 경우 8편 중 3편은 유의하지 않았
고 4편이 변수의 일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상이함도 있겠지만 주관적 보고에 따라 중재의 효과를 평
가한 경우 실제 의사소통기술 및 의사소통행동 수준과는
다르게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43]. 또한, 자가
보고에 따른 의사소통역량의 향상이 학습 만족도와 관련
성이 있으나 실제 의사소통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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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연구[44]도 있으므로 간호사 대상으로 의사소통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때는 연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
관적 혹은 객관적 지표의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중재연구의 특성상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중재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프로토콜 기반의
중재를 제공한 문헌은 일부[15,23,29]에 불과했다. 구체
적인 절차를 포함한 근거 기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연
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중재를 다양한 대상자에
게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기반의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13편 문헌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의 목
적은 모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역량 향
상을 위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합적
으로 비교 및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 중재 기간, 측정방법, 중재 구성
요소가 제각각이었고, 측정도구가 다양하여 측정의 범위
와 대상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다른 중재의
특성과 측정 도구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재 적용 결과 의사소통 관련 변수의 향상이 있
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
호사들의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
된 문헌만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특성, 효과 및 동향
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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