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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T – HAND(Teach–back HAndoff based on Nursing Diagnosis) 

Protocol 개발 :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ADDIE 모델을 적용하여 간호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T-HAND(Teach–

back HAndoff based on Nursing Diagnosis)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인수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한 후 최

종 T-HAND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프로토콜 개발은 문헌고찰, 직접 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자의무기록에서 간

호진단 및 간호수행 추출을 통해 T-HAND 프로토콜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

토콜을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사용자 이해도를 검증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토

콜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전자의무기

록 교육 서버에 가상의 환자를 구현하였다. 발령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 12명에게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한 예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에 수행된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와 교육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콜 최종본을 작성하였다. 최종본은 대

화 인수인계 프로토콜과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장 간단

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작성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HAND 프로토콜은 ADDIE 모델에 따라 개발되었는데, 요구 사정 과정에서 문헌고

찰, 직접 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자의무기록에서 간호진단 및 간호수행 추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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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환자실 간호사 인수인계 실태를 파악하였다. 

2. 인수인계 프로토콜 설계 및 인수인계 프로토콜 개발 과정을 통해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과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사용자 

이해도를 검증하여 T-HAND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다. 

3. 인수인계 예비 교육 및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 교육 평가 과정에서 T-HAND 프로

토콜에 기반하여 가상 환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

하여 신규 간호사 대상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함으로써 최종 T-HAND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신규 간호사들은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목표, 간호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부

족한 항목을 세밀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T-HAND 프로토콜은 임상 현

장에 적용가능하고, 신규 간호사 대상 교육 자료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간호사 대상 교육 방법으로 적용하여, 인수

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서 더 나아가 각 항목 중 어느 항목이 부족한지를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간호목표 및 간호결과를 분명히 인수받을 수 있어서 간호

업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주요 용어 : 환자 인수인계, Teach-back 의사소통, 간호과정 



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인수인계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양한 장소, 다양한 직군, 다양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며, 의료의 연속성과 환자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관련 정보 및 책임을 인계(transition)하는 방법이다(Till, 

Sall, & Wilkinson, 2014; Riesenberg, Leitzsch, & Little, 2009; The Joint 

Commission center for transforming healthcare, 2009). 의료기관평가위원회(The 

Joint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가 적신호 

사건의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결과에서 2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17년 국가환자안전목표(National Patient Safety 

Goal, NPSG) 중 하나로 의료진간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과

정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ospitals, 6th edition, 2017). 

  간호사 역시 임상에서 교대근무라는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간호사 인수인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인수인계 관련 지침이나 체크리

스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영, 2018). 인수인계에 대한 공식 교육과정이 

없고, 서면 지침 교육이 없는 경우, 현 부서 경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유의하게 

인수인계 오류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영, 2018). 이제까지 인수인계 프로

토콜은 주로 특정 연상기호(nmemonics)를 개발하여 연상기호에 맞춘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Mardis, et al., 2016)인데, 이는 사용자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억에 의존

해야 한다는 점이 제한적이다(Nasarwanji, Badir, & Gurses, 2016). Identify,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I-SBAR) 및 신체 체계 틀(body 

systems framework)이 중환자실 팀리더 간호사의 인수인계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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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Spooner, Aitken, Corley, Fraser. & Chaboyer, 2016), 중환

자실은 중환자의 상태가 일반 병동 환자와는 다르므로 중요하게 강조되는 정보의 분

야나 정보의 양이 상이하다(조영신 외, 2016; 김춘미, 김은만, & 고지운, 2015). 특

히 업무 이해도가 낮은 집단인 신규 간호사를 고려하여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내용을 

개발하거나 사용을 평가한 예는 없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교육받은 내용을 피교육자가 직접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주로 환자 대상 교육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Schillinger, et al., 2003).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은 피교육자 본인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보나 지시를 본인

의 말로 다시 말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Mahrmus, Penoyer, Frewin, Chamberlain, & 

Sole, 2014), 이를 통해 교육자가 교육하면서 전달한 정보와 피교육자가 이해하고 기

억하는 정보 사이의 착오(lapse)를 확인할 수 있다.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이 의

료인 대상 교육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경험 부족으로 인수인계 내용

을 잘 이해하지 못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에게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인수인계 시간에 태움이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에 따라 인

수인계 대화의 원형을 설정하여 함께 교육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연옥, 

석소현, & 박용익, 2015). 더욱이 이제까지 개발된 간호 인수인계 프로토콜은 간호사

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과정이 적용된 프로토콜은 없는 상황이

다. 사정-간호진단-계획-간호수행-평가의 과정을 진행하는 간호과정에 기반하여 인수

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면 간호 고유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과정에 기반하여 teach-back 의

사소통 방법을 적용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인수인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여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신규 간호사의 업무역량 향

상과 임상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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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T-HAND 프로토콜을 중환자실 중심으로 개발하여 안전한 

간호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이

용한 예비 교육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실무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 인수인계 실태를 파악한다.

 2) 간호과정 기반의 T-HAND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한다. 

 3) 예비 교육을 통해 T-HAND 프로토콜 최종안을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과정  

  ① 이론적 정의 : 간호과정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구성된 다섯 단계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간호가 제공되도록 하는 과정이다(Carpenito, 2017).

  ② 조작적 정의 : 연구 대상 병원 전자의무기록에서 사용하는 간호진단, 간호수행

을 추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간호목표, 간호결과를 문헌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간호과

정을 의미한다. 

2)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 

  ① 이론적 정의：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은 교육받은 내용을 피교육자가 직접 다

시 말하도록 하는 형태로서(Schillinger, et al., 2003)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본인

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보나 지시를 본인의 말로 다시 말해 보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다(Mahrmus, et al., 2014; Maclean, Kelly, Geddes, & Della, 2018). 

  ②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개발된 T-HAND 프로토콜에 



4

To-do-list를 인수자가 다시 말해보도록 하는 단계와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신규 간호

사에게 예비 교육을 적용한 후, 신규 간호사가 다시 표준화 인수인계자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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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본 문헌고찰의 목적은 간호사 인수인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이다. 검색기간은 

2010년 ~ 202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주요어는 “인수인계”, “handoff(s)”, 

“handover”, “takeover”,“teach-back 의사소통”, “teach-back 방

법”,“teach-back communication”, “teach-back method”, “간호과정”, 

“Nursing Process”를 검색어로 하여 RISS, PubMed에서 검색하였다.

  본 문헌고찰의 주요 흐름은 간호사 인수인계 현황을 파악하고, teach-back 의사소

통 방법 및 간호과정을 고찰하였다.  

  1. 간호사 인수인계 현황 및 시사점

  인수인계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환자 진료에 관련

된 정보와 책임이 한 의료진에게서 다른 의료진에게로 인계되는 과정이다(O'Connell, 

Ockerby, & Hawkins, 2014). 간호사는 교대근무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 근무 교대마다 

업무 인수인계를 시행하게 되며, 그 외에도 환자 이송, 검사와 수술을 위한 이동 시

에도 수행하게 된다. 인수인계는 환자의 상태와 변화, 간호요구, 치료계획 등의 간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책임도 함께 인계된다는 특성을 가진다(Till 

et al., 2014).   

  환자 안전에 인수인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인수인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김춘미 외, 2015). 인수인계가 환자안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호사가 인수인계와 관련된 불만족, 오류를 경험하고 있

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오류 경험 중 ‘동료간호사의 부적절한 인계’, ‘내용이 너

무 많거나 복잡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경험 정도가 높았다(형진주, 

2014). 인수인계 공식 교육과정이 없고, 서면 지침 교육이 없는 경우, 현 부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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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유의하게 인수인계 오류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

영, 2018). 오류 경험의 원인으로는 신규 간호사의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

식되고 있다. 또한 초보자 단계(novice)와 상급 초보자 단계(advanced beginner)에서

는 인수인계 오류로 인하여 동료 간호사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고 

경험을 보고한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부적절하게 인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형진주, 2014). 이렇듯 인수인계를 하면서 오류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초

보자와 초보자끼리 인수인계를 시행한다면, 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간호지식 또한 부족하여 업무의 완성도와 숙련도가 미흡하고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미비하여 인계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

인계 시 의사소통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인수인계 프로토콜이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흡하기 때문에 간호사 간 인수인계 시 의사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옥 외, 2014). 그러므로 인계 내용의 

누락과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수인계 프로토

콜의 개발과 인수인계를 위한 지침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정연옥 외, 2014).

  근무 교대 시 시행되는 간호사 인수인계는 카덱스를 이용한 구두 인수인계, 전자기

록을 보면서 구두 인수인계 등 주로 구두로 진행하는 방법 등이 현재 사용된다(김춘

미 외, 2015). 동일한 연구에서 현재 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61.7%

로 나머지 30% 정도의 간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다. 서면화된 가이드라

인이 있거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가 있는 경우가 둘 다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가 높았는데, 근무병동에 인수인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19.1%였고, 인수인계 체크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7.8%에 그치고 있다.    

  모든 의료 환경의 범위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중환자실은 한명의 간

호사가 소수의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인수인계는 주로 환자 침상 옆에서 이루

어지며, 환자 상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세한 편이다(Kowitlawakul, et al., 

2015).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한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자가 간호가 불가능하기에 의료과실에 더 취약하다. 따

라서 질이 낮은 인수인계과정이 중환자실 의료과실의 중요한 기여인자라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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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i, Stelfox, & Ghali, 2011; Spooner, Aitken, Corley, & Chaboyer, 2018).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인수인계 질의 향상을 위하여 표준화된 인수인계 지침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인수인계 지침이라고 하면 주로 연상기호(handoff mnemonic)를 

이용하여 SBAR(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SOAP(Subjective data, Objective data, Assessment, Plan) 등‘인수인계 연상기호

(handoff mnemonic)’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부록 2>.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인수인계 프로토콜과 특수한 환자상태에 맞춘 인수인계 

프로토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는 연구된 바가 없고(Keebler, et al., 

2016), 하나의 인수인계의 표준을 개발하여 이 표준을 다양한 임상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간호사들은 당면한 임상현장에 가장 적절한 인수인계의 표준을 결

정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Gage, 2013; Spooner, Chaboyer, Corley, Hammond, 

& Fraser, 2013). ISBAR(Identify - Situation - Background - Assessment - 

Recommendation)를 이용하여 중환자 간호사 인수인계 내용을 녹음하여 분석한 연구

(Spooner, et al., 2016)에서 ISBAR에 맞는 항목, 사정(Assessment) 하위분류로 신체 

체계(Body system)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2개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존

재하여 따로 정리하였다. 그 다음 후속 연구(Spooner et al., 2018)에서 중환자의 특

성상 신체 체계(Body system)에는 6개 신체 체계에 걸쳐 무려 28개 항목에 달한다. 

덧붙여 사정(Assessment) 하위분류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이 있고, 이를 

가족 상황, 가족 면담(family meeting)으로 분류하여 가족을 포함하는 중환자 간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할 때 대상자의 특성이 중요하

게 반영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으로 인수인계 항목을 선정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관찰해서 내용을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의 5단계인 간호과정에 근거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금순, 김진아, 권소희, & 송말순, 2010). 그러나 이제까지 개발된 국내외 인

수인계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 등에는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도구는 없는 실

정이다. 간호 업무가 간호과정의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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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수인계 프로토콜이 있다면, 업무 절차와 인수인계 절차가 일치하는 장점이 있

을 것이다. 

  또한 인수인계 시간에 태움이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에 따라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

을 설정하여 함께 교육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연옥, 박용익, 석소현, & 

이정우, 2015). 이는 시작 단계에서 시작 인사를 하면서 인계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

와 존중감을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담소를 나누도록 하고, 종료단계에서도 인계자는 

인수자의 경청과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인수자는 인계자의 인계행위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격려와 지지의 표현을 하면서 종료인사까지 마치는 일련의 

대화 흐름이다(정연옥 외, 2015). 

  따라서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과 간호진단을 반영한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2.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의 개념과 적용분야  

   

  간호사들은 인계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간호와 관련성이 적을 때, 양이 많

고 장황할 때, 부적절한 의학용어를 사용할 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효

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관련성을 가진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며, 인계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인계 내용에 대한 ‘되묻기’

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정연옥 외, 2014). 그러나 인수인계 시 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게 질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

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간호학

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이혜용 외, 2016). 또한 인수인계 시 6.7%만 되읽어주기

(read-back)가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Kowitlawakul,  et 

al., 2015).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은 교육받은 내용을 피교육자가 직접 다시 말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주로 환자 대상 교육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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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보나 지시를 본인의 말로 다시 말해 보도록 요청하는 방

법이다(Mahrmus et al., 2014; Maclean et al., 2018). 이 방법의 강점은 교육자가 

교육한 정보와 피교육자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 사이의 착오(lapse)를 확인

하고, 교육 내용 재강조 및 피교육자에게 맞춤 교육이 가능하며 개방적인 대화를 시

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환자 대상으로 질환 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본인 스스로 말해 보게끔 함으로써 이해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에 대해 teach - back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평가한 연구에서 재입원율을 줄이고 지식의 잔류가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교육자를 훈련하고 질문을 

표준화하여 정보의 착오 역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환류하게 하였는데, 이 방법은 간단

하고 적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White, Garbez, Carroll, Brinker, & 

Howie-Esquivel, 2013).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한 임상현장, 대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결과 측정 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levski, 

Shee, Rasmussen, Kemp, & Beauchamp, 2020). 최근에는 간호대학생이 환자와의 의사

소통 향상을 위해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루어진 

결과, 실험군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clean, et al., 

2018). 그러나 아직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지는 않다.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수인계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

해서 진행한 김정희와 김현영 연구(2017)에서 도출된 주제는 환자상태 파악, 인수인

계 기본 지식, 임상판단력 3가지였다. 신규 간호사는 환자상태의 임상적 의미를 파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 항목을 누락하게 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판단력 부족으로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인

수인계 순서나 방법,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훈련이 미흡하여 인수인계 내용과 순서

를 전달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인수인계는 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전달능력까지 요구되는 복합적인 업무이다(김정희, 2016; Spoo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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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따라서 인수인계에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하여, 인계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 볼 수 있는(read-back) 공식적인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질문할 기회

가 적다(이혜용 외, 2016)고 평가되는 간호사 인수인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인수인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환자상태 파악과 임상판

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 인수인계를 실습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방

식을 반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정보의 착오(lapse)를 즉각적으

로 확인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

은 경험 부족으로 인수인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신규 간호

사에게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3. 간호과정   

   

  간호과정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구성된 다섯 단계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춘 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한다(Carpenito, L. J., 

2013 & 2017). 간호과정은 소위 ‘NNN 분류(NNN taxonomy)’로 일컬어진다 : 간호진

단(Nursing Diagnoses)(고일선, 오의금, & 송라윤, 2018; Herdman & Kamitsuru, 

2018), 간호수행(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 NIC)(Butcher, Bulechek, 

Dochterman, & Wagner, 2018), 간호결과(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 

NOC)(Moorhead, Johnson, Maas, & Swanson, 2018). 임상에서 간호과정은 환자의 요구

와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간호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실수나 누락

을 최소화시키도록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Carpenito, L. J., 2017) 

간호실무에 필수적이다. 

  간호진단은 북미간호진단협회(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International, NANDA-I)에서 제시하는 영역, 진단명이다. NANDA-I의 진단분류체계는 

2018-2020 현재 13개의 영역, 47개의 과로 분류되며 244개의 간호 진단으로 구성된다

(고일선 외, 2018; Herdman, dt al., 2018). 

  간호수행은 2018년에 7개 도메인과 30개 클래스 하위에 565개의 간호수행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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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개의 간호행위가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간호수행이란, 환자/대상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임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하는 모든 처치

(treatment)로 정의된다(Butcher, et al. 2018).  

  간호결과는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nursing-sensitive patient outcome)라고 일

컬어진다. 이는 간호 수행에 대한 반응이며,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개인, 가족 혹은 

지역 사회의 상태, 행동 혹은 인식이다. 2018년에는 7개 도메인(domains)내에 2013년

에 비해 52개가 많은 총 540개의 간호결과가 선정되었다(Moorhead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임상에서 간호대상자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

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전 성취해야 할 중요한 학습성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실무에서 간호사의 간호과정 수행 

능력은 근거기반실무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김경윤, & 이은

주, 2016). 게다가 중환자실에서 간호진단이 사망률, 중환자실 체류기간에 유의미하

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Castellan, Sluga, Spina, & Sanson, 2015) 

실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수인계에 대한 문헌고찰 결

과, 간호진단을 적용한 간호사 인수인계 프로토콜은 없었으며(Johnson, Jefferies, & 

Nicholls, 2011; Johnson, et al, 2014), 이런 결과는 간호기록이 간호진단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의무기록의 구성에 간호진단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선행 

요건으로 사료된다. 실무에서 간호사들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전반적인 

간호과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행한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으며(조훈, 홍해

숙, 김화선, 2011), 시간 부족과 더불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몰라 간호과정이 임

상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Kim & Park, 2005).  

  간호과정은 간호목표와 간호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간

호사 인수인계가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면, 간호의 연속성이나 간호행위를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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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1. 간호사의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 

    

  정연옥 외(2014, 2015a)는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을 구축하였

다. 간호사들 사이의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 체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 결과를 기본으

로 하여, 인수인계 대화의 기능단계 원형을 시작단계, 예비단계, 인계내용 제공단계, 

인계내용 완성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다섯 개 단계로 구성하였다. 인수간호사와 

인계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시작단계, 원활한 대화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예비단계, 전 근무 번에서 수행된 업무와 

다음 근무번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는 인계내용 제공 단계, 인

계된 내용 및 인수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인계내용 완성단계, 그리고 인수인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종료단계로 구성된다(정연옥 외, 2015)<부록 3, 4>. 이상의 

각 단계를 간호학과 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간호사 인수인계 대화의 요소로 

체계화하면 <Figure 1>과 같다(정연옥 외, 2016). 

  인수인계가 의사소통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정연옥 외(2018)는 환자에 대한 정보 전

달, 간호업무와 책임의 교대, 간호사의 사회화, 신입 간호사의 교육 및 경력 간호사

의 재교육, 간호업무에 대한 성찰과 검증 및 평가 등으로 기술하였다<부록 5>. 

  아래의 내용은 정연옥 외(2018)이 설명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수인계시 대화이다. 

(1) 시작 단계

  시작 단계는 인계 간호사와 인수 간호사가 서로 만나는 단계이다. 본 단계의 주요 

목적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동료로서 관계 확인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 특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노고에 대한 격려가 바탕이 된 소통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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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단계

  이 단계의 의사소통 목적은 인수 간호사와 인계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대화 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특히 질문과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상호 안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 때 정확한 내용 파악과 이해

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인수  간호사는 간호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

다. 특히 신규 간호사가 경력 간호사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이해가 어렵거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위계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질적 연구 

결과(정연옥 외, 2014)에서 밝혀졌다.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인계내용 제공 단계는 간호업무에 대한 정보가 인계 간호사로부터 인수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수 간호사와 인계 간호사가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계 간호사와 인수 간호사는 질문과 되질문 그리고 코

멘트 등을 활발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적 연구(정연옥 외, 2014)에 의하면 

특히 경력이 낮은 인수 간호사에게 인수인계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경력이 낮

은 간호사가 인수인계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달된 정보에 대한 인수 간호사의 이해도를 확인해야 하며, 추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화 또는 보완 질문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

통의 핵심과제이다. 인계된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피드백 과정과 

부족한 정보 또는 이해되지 않은 정보를 보완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질문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5) 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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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단계는 전체 인수인계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인수 간호사의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 인계 간호사가 감사 표시 및 인계 간호사에 대한 존중과 감사 표시가 요

구된다. 인계 간호사는 인수 간호사가 앞으로 진행할 업무 수행에 대해 격려와 지지

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특히 인수인계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간호사의 인계 매뉴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력 간호사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근거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개발 시에도 참고로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Figure 1에서 화살표(→)는 개별 단계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 행위 사이의 

이상적인 순서를 나타낸다. 순서가 고정적인 경우도 있지만(예: 인계내용 전달 → 적

극적인 청자반응 → 인계내용 단계별 중간요약),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있다(예: 

‘인계 중에도 질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와 ‘인계 내용의 상세성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의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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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ase pattern of the shift change dialogue between nurses(Jung, dt al.,2016, Re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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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콜 개발 모델  

  ADDIE 모델은 교육 요구를 분석(analysis)해서 설계(design)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하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Seels & Richey, 1994, Branch, 2009). 이 단계는 프로토콜 개발에도 적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Figure 2>.  

  Seels & Richey(1994)에 의하면, 분석 단계는 가장 초기 단계로서 내용을 정의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요구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

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제약요건을 규명한다.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사

이의 차이인 요구를 밝히고, 이를 통해 요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요구 분석 외에 

대상자의 특성, 배경, 직무 경험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대상자 분석, 

환경 분석, 직무 분석, 과제 분석 등이 실시된다. 

  설계 단계는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결과를 종합하여 청사진 혹은 설계 설

명서(design specification)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수행 목표의 명세화(수행

으로 연계되도록 함), 평가 도구 개발(지식, 기능, 태도를 달성했는지 평가), 전략 

및 매체를 선정하게 된다.  

  개발 단계는 설계 과정에서 산출된 청사진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한다. 최종 산출물 제작에 앞서 초안(prototype)을 개발해 예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행 단계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

는 ADDIE 모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개발 과정 중 평가 단계 전에 

초안을 실행해 보는 초안 평가(prototype test)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평가 단계

가 종료된 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변화에 대처하

는 활동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는 프로그램 실행 후 프로그램, 사용자 모두를 포함하여 평가

하는 단계이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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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정하는 평가과정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이다. 

  ADDIE 모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화 절차를 제시하는 모델로서 체계적

인 절차를 거쳐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ADDIE 모델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중환자실 인

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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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DDIE Model(Branch, 2009, Re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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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콜 평가 모델  

  Kirkpatrick & Kirkpatrick의 교육평가 모델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로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응(reaction), 학습

(learning), 행동(behavior), 결과(result)의 4단계로 진행한다(Kirkpatrick, & 

Kirkpatrick, 2016) 

  1 단계인 반응 평가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 2 단계 학습 평가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평가한다. 3 단계로 행동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게 된다. 4 단계 결과 평가에서는 

조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학습 

평가, 4단계 결과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반응평가로는 

O’Connell 외(2014)가 개발한 인수인계 평가 도구인 Handover Evaluation Scale을 

사용하여 실시하면서 프로토콜에 대한 수정할 점 등 제언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또한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평가했다. 행동 평가로는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으로 T-HAND 프로토콜을 적용 전, 후에 정보의 착오 항목 개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였다.  

4.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는 인수인계가 의사소통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강조한 간호사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DDIE 모델,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Kirkpatrick와 Kirkpatrick의 교육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T-HAND 프로토콜 개발의 개

념적 틀을 구축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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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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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

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

토콜 개발하기 위하여 ADDIE 모델의 5단계를 기반으로 하였다<Figure 4>. ADDIE 모델

은 교육 요구를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하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Seels et al., 

1994).   

1) Analysis 분석 단계 : 요구 분석

  간호사 인수인계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문헌고찰과 인수

인계를 직접 관찰, 간호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도출된 결과에 따

라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하고 인수인계 항목 및 현재 이루어지는 인수인계를 파악하

였다.  

 가) 문헌 고찰  

  문헌 고찰을 통해 인수인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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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velopment stage of T-HAND protocol according to the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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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velopment stage of T-HAND protocol according to the ADDIE 

model(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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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호사 인수인계 관찰 

  ① 도구 : OSSIE(Organisational leadership, Simple solution development, 

Stakeholder engage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maintenance) 인수인계 관

찰 항목(2010)

  호주 건강관리 안전 및 질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ACSQHC)에서 2010년에 발간한 OSSIE(Organisational leadership, 

Simple solution development, Stakeholder engage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maintenance) 임상 인수인계 향상을 위한 가이드(OSSIE Guide to Clinical 

Handover Improvement) 중 ‘인수인계 관찰 항목’은 인수인계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인수인계 시간, 장소, 참여자, 걸리는 시간, 인수인

계 지침이나 원칙, 전달되는 정보의 질, 다른 주제, 직원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 사

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관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도구이다.  

  ② 인수인계 관찰 대상자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접 관찰을 시도한 선행 연구가 없어서 대

상자수에 대한 참고가 없는 상태이나, 대상 병원 중환자실은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근무조별 3번의 인수간호사 – 인계간호사 간의 인수인계를 관

찰하였다. 따라서 총 9번의 인수인계 관찰이 이루어졌고, 인수간호사 9명, 인계간호

사 9명, 총 18명 간호사가 대상이었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의 관리자이므로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환자실 임상경력관리체계 4단계 숙련가(proficient) 간호

사 2명을 표준화 인수인계자로 선발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표준화 인수인계자는 중환

자실 교육전담간호사로서, 신규 간호사의 적응과 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간호

사를 선발하였다.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모집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았다. 

- 중환자실 경력 1년 이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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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임상경력관리체계(Clinical Ladder System, CLS)란 간호현장 내에서 임상경험, 기

술과 역량, 교육, 전문성 등의 수준을 구별하는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간호사를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지원하여 승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역량을 발전시키는 

체계를 말한다(Bucha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병원의 임상경력관리체계를 기

반으로 간호사 경력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단계(초보자, 

0~12개월), 2단계(상급초보자, 13~24개월), 3단계(적임자, 25개월~48개월), 4단계(숙

련가, 49개월~73개월), 5단계(전문가, 74개월 이상)로 구분된다. 단순히 경력뿐만 아

니라 5등급에 따라 제시된 간호역량, 필수 교육, 전문직 활동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연구 대상 병원의 임상경력관리체계에 따르면, 1단계 초보자 기간인 신입간호사 1

년은 임상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이다. 그 후 24개월까지는 상급간호실무를 훈련

하게 되며, 2단계 상급초보자 단계이다. 3단계 적임자 단계는 2단계에서 최소 24개월

의 임상 경력을 쌓은 간호사로서 프리셉터 역할이 가능한 간호사이다. 4단계 숙련가

인 경우에는 3단계 승단 후 24개월의 임상경험을 하고 각 근무번 내에서 리더십을 발

휘할 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 전문가는 간호사로서 전문성이 확보된 수준으

로, 질 향상 활동과 임상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단계이다(조명숙, 

권인각, 김경희, & 조용애, 2018). 

 다) 간호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① 도구 

  - OSSIE 인수인계에 관한 면담 항목(2010)

  OSSIE 임상 인수인계 향상을 위한 가이드(OSSIE Guide to Clinical Handover 

Improvement)는 호주 건강 관리 안전 및 질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ACSQHC)에서 발간하였다(2010). 이 가이드 중 인수인계 

면담 항목에서 인수인계 참여자를 면담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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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 인수인계에 대한 인식, 인수인계 과정, 인수인계 교육 및 훈련, 환자/가족/

돌봄제공자를 위한 질문까지 4가지 분류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족/돌봄

제공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간호사에게 환자/가족/돌봄제공자에 대해 인수인계 하는 

내용이 있는지 하는 질문으로 변경하여 면담 항목에 포함하였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

라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설문지이다. 

  - 인수인계 관련 특성에 대한 설문지(김선호 외, 2013)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인계 방법, 환자수, 준비시간, 소요시간, 정

확도, 확신 정도, 교육 방식, 인수인계 교육에 대한 의견, 지침 유무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저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두 가지 도구를 참고로 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항목을 작성하

였다. 

  ② 인수인계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이상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5명 ~ 8명으로 설명된다. 10명이 넘어가면 

조절하기가 어렵다(Kruger & Casey, 2009). 3교대 근무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특성

상 10명 이상을 한 번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5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모집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았다. 

- 중환자실 경력 1년 이상 간호사

-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③ 방법

  인터뷰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중환자실 경력 1년 이상 간호사 참여자 5명과 진행자 

2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75분간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관

리자이므로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Krueger & Casey(2009)가 제시한 대로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인사, 도입질문, 주질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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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하고,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교환하

도록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75분 동안 이루

어진 모든 대화는 사전 동의를 얻어서 녹취를 하고, 연구자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 Design 설계 단계 : 인수인계 프로토콜 설계

  설계 단계는 다빈도 간호진단을 선정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 다빈도 간호진단, 간호활동, 간호결과 선정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서 작성된 전자간

호기록을 분석하여 다빈도로 사용되는 간호진단, 간호활동, 간호결과를 선정하였다. 

  - 2019년 3월 ~ 2020년 2월, 내과계중환자실, 외과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서

술형 간호기록

  - 수집항목 : 익명화된 환자 식별 번호, 간호진단, 간호활동, 간호결과   

 나)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항목 선정

  사정 – 간호진단 – 계획 – 간호수행 - 평가의 과정을 진행하는 간호과정(길숙영, 

2019)에 기반하여 중환자실 인수인계 T-HAND 프로토콜 항목을 선정하였다. 

   

3) Development 개발 단계 : 인수인계 프로토콜 개발

  개발 단계는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

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초안은 기술된 용어 및 내용에 대

한 실제 사용자의 내용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경력관리체계 2, 3 단계(경력 

2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인수인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인수인계자를 훈련하였다.  

 가)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콜 개발  

  ① 프로토콜 구성 : 간호사의 인수인계 대화 원형(정연옥 외, 2018)에 근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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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프로토콜과 분석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선정된 간호과정에 기반한 프로토콜 항목

을 결합하여 T-HAND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다.  

 나)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① 대상자 : 개발된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임상경력관리체계 4

단계(경력 4년 이상) 간호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8명이 참여했다.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는 이상적으로 8~12명이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Polit, 

Beck, & Owen, 2007).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았다. 

- 임상경력관리체계 4단계(경력 4년 이상) 간호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8명

-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② 방법 : 프로토콜의 각 세부 내용에 대해 ‘매우 적합’, ‘적합’, ‘부적합’, 

‘매우 부적합’로 타당도 점수(리커트 척도 : 1점 - 4점)를 부여하고, ‘사유와 수

정요망’을 기입하도록 하여, Lynn(1986)의 선정기준을 근거로 CVI(CVI: Content 

Validity Index) 0.78 미만인 항목을 삭제하였다. 

 다) 사용자 내용 이해도

  ① 대상자 :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된 프로토콜을 임상경력관리

체계 2, 3 단계(경력 2년~4년)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내용이해도를 검증했다. 대

상자는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검증 대상자 숫자와 같이 8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았다. 

- 임상경력관리체계 2, 3 단계(경력 2년~) 간호사 8명

-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② 방법 : 프로토콜의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

다’, ‘보통이다’, ‘이해하기 쉽다’, ‘이해가기 매우 쉽다’로 내용 이해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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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커트 척도 : 1점 - 5점)를 부여하고, 또한‘사유와 수정요망’을 기입하도록 하

였다.     

 라) 표준화 인수인계자 훈련

  ① 대상자 : 임상경력관리체계 4단계 숙련가(proficient, 경력 4년 이상) 간호사인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개발된 인수인계 프로토콜 초안 및 인수인계 시나리오를 숙지하

도록 하였다.  

4) Implementation 실행 단계 : T-HAND 프로토콜 예비 교육

  실행 단계는 T-HAND 프로토콜 초안을 예비 교육하는 단계이다. 인수인계에 대해 어

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집단인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T-HAND 프로토콜 예비교

육을 적용하였다. 특히 교육받은 내용을 피교육자가 직접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형태

인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방법으로 활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신규 간호사 대상 T-HAND 프로토콜 예비 교육 

  ① 대상 : 서울 소재 한 병원에 2019년, 2020년 입사한 신규간호사로서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았다.    

     - 신규 간호사 예비 교육을 받은 간호사

     - 중환자실에 배치 받아 현장 실습을 완료한 간호사

     - 발령 후 12개월 미만

     -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중 입실환자 특성이 유사한 내과, 외과계 중환자실 발령 후 

12개월 미만의 신규 간호사 전수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토콜 개발 후 예비 교육을 위한 대상자는 편의 추출하였다. 2019년 내

과, 외과계 중환자실 발령 신규 간호사가 25명이므로 50%로 추정하여 12명을 대상자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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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법 :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먼저 전

자의무기록 교육용 서버에 구현한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인수인계 대화 시나리오와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토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인계를 먼저 

실시하였다. 인계가 다 끝나고 나면, 신규 간호사가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수받

은 내용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표준화 인수인계자는 신규 간호사가 

인계받은 항목을 다시 말하는 항목을 따로 표시하여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간

호사의 인계가 다 끝나면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빠뜨린 항목에 대해 피드백하고 

질문에 답을 하였다. 

5) Evaluation  평가 단계 : T-HAND 프로토콜 예비 적용 분석  

  평가 단계는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 초안을 예비 교육한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

이다. 분석을 위해 Kirkpatrick 의 교육평가 모델(Kirkpatrick et al., 2016) 중 2가

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행동 평가 : 인수인계 정보 착오 개수 합산 

  ① 방법 :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전달한 정보 개수와 

신규 간호사가 다시 인계한 정보 개수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나) 반응 평가 

  ① 인수인계 프로토콜 평가 : O’Connell(2014)이 개발한 Handover Evaluation 

Scale을 번역한 김춘미 외(2015)가 원 개발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점 

척도의 도구이며, 정보의 질 5문항, 상호작용과 지지 3문항, 효율성 2문항, 환자정보 

4문항, 인수인계 구조/과정/질 4문항으로 5개 하부개념,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고, 하부 개념인 정보의 질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상호작용과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 효율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 환자정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인수인계 구조/과정/질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다. 저자의 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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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Teach-back 교육 방법 만족도 : 정연옥 외(2016)가 개발한 교육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여 참여도 관심, 교육이 흥미로왔는지, 목표 성취 정도, 인계 수행 능력 및 문

제 판단에 대한 정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Likert식의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5 이었

다. 저자의 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다) 수정, 보완 : 예비교육 적용 결과에 따라 T-HAND 프로토콜을 수정, 보완하였다.  

 

 라) 최종 프로토콜 개발 : 수정, 보완 사항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T-HAND 프로토콜

을 개발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1) IRB 승인(과제승인번호 Y-2020-0055) 후, 연구대상 병원 간호국의 허락을 받아

서 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동의서 취득도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실시하였다.    

  2) 인수인계 직접 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 교육진행 역

시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실시하였다. 

  3) 연구 대상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 간호기록 중 내과계중환자실, 외과계중환자

실에서 기록된 간호진단, 간호활동, 간호결과를 2019.3.1. ~ 2020.2.29. 기간으로 추

출하였다. 간호대학에서 필요 자료에 대한 설명과 범위를 포함한 자료 추출 요청 공

문(연대간-34)을 연구 대상 병원 빅데이터팀으로 발송하고, 연구자는 빅데이터팀에 

빅데이터 규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익명화된 자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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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T-HAND 프로토콜 각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 통계(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T-HAND 프로토콜 예비 교육 후 평가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T-HAND 프로토콜 항목에 대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분석 및 사용자 내용이해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4) 개발된 T-HAND 프로토콜 초안 각 항목에 CVI 평가하여 0.78점 이상의 항목을 

채택하여 최종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5)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Polit & 

Beck, 2012).

5.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실행하기 전에 S 병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Y 2020-0055)을 받았다. 조사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업무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동의서와 분리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입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무기명 처리 및 코드화하였다. 

대상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설명 및 동의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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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만 보관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되며 이후 문서파쇄 기계 및 컴퓨터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될 것

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중지 및 철회될 경우, 연구대상자의 자료 및 정보는 

모두 문서파쇄 기계 및 컴퓨터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연

구대상자 참여가 중지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연구자가 대상자의 관리자이므로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경력관리체계 

4단계 숙련가(proficient) 간호사 2명을 표준화 인수인계자로 선발하여 자료 수집하

였다. 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시켰으

며 동의서 취득도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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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중환자실 인수인계 실태 

1-1) 문헌 고찰을 통해 나타난 인수인계 항목

  문헌 고찰을 통해 나타난 인수인계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는 Nasarwanji 등(2016)

의 항목분류표에 의거하여 <Table 1-1>에 정리하였다. 인수인계를 시작하면서 하는 

인사, 소개가 포함된 시작(introduction)부터 시작하여, 환자의 세밀한 상태를 인수

인계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 위험, 알러지를 포함하는 병력,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입원사유⦁현재 상태⦁진단⦁카테터 등, 추적 관리, 오류 예방, 대화, 질문, 기

록, 감사까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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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andoff items shown in literature review

Category Items 

1. Introduction 
Hello

Introduce

2. Patient, 

 Administrative    

  data, 

 Necessary patient  

  information

Patient identity,  

  Identifying data 

Medical Department Attending Staff

Name 
Number

(medical record)

Patient             

 Demographics

Age

Sex, Gender

Hospital Day Postoperative day 

Patient summary

Hospital Location
Room Number

Bed number
Expected time of arrival 
Advanced 

directives
Do Not Resuscitate

Infection Isolation

Informed consent form

3. Danger or Risk

Concerns 
Safety concerns Fall risk

Medication reconciliation

Precautions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Diet
4. Background,     

    History
Allergies

5. Situation, 

   Picture, Story,  

    Framework

Reason for         

  hospitalization,

Purpose of visit

Illness

Illness severity

Clinical 

condition,  

Overall health     

  status,

Facts about        

  hospitalization

Code status

Object data

Injuries,

Injuries sustained
Mechanism of injury

vital signs

Subjective data Sign and Symptoms
Problems/ 

Problem list

Medical problem

Surgical problem

Clinical           

  impression,

decision

Assessment
Systemic assessment

Evaluation

Diagnosis, Differential diagnosis

General hospital   

  course
Therapeutics

Treatments given

Treatments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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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andoff items shown in literature review(continued)

Category Items 

Timing 
Operation,          

 Procedure

Medication Adverse reactions

Progress, Changes
Variation in care, Unusual or unique   

 issues
Consultation

Current issues,    

  Ongoing issues
New information New event of day

Results
New test result

Critical lab values

Tubes, 

Invasive devices

IV

Catheters

Drains

Ostomies

Medical equipment

6. Follow up care  

   needs

Actions, 

Action list, 

Next steps

Task to be done, completed 

Urgency of action

Timing

Flow up on.
Plan, Request,     

 Recommendations,   

 Upcoming           

 possibilities,     

 Finalizing care

Purpose of plan, Intent

Pain management

Rationale 

7. Situation       

   awareness, 

  Error prevention

Contingency        

  planning 
Scenarios

8. Dialogue

Synthesis by       

  receiver
Response or read back

Calibrate

9. Questions Question answer period, Seek questions
10. Ownership,     

     Custody
Part(caregiver can play)

11. Documentation

12.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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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호사 인수인계 관찰 결과 

 <사진 : 인수인계 장면>  

      

  인계간호사 9명 중 8명, 인수간호사는 전원 여성이었다. 18명 모두 학사 학위 소지

자였다. 인계간호사의 총 임상경력은 평균 119.11 ± 65.92월이었고, 현 근무지경력

은 101.78 ± 52.60월이었다. 인수간호사는 총 임상경력과 현 근무지경력이 모두 평

균 75.44 ± 48.77월이었다.                        

  인수인계를 직접 관찰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인계는 모두 환자 침상 옆 컴

퓨터에서 이루어졌고, 평균 인수인계 소요시간은 환자 1명당  13.83 ± 5.34분이었

다. 모든 인수인계는 컴퓨터의 전자의무기록 화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따로 사용되

는 다른 도구는 없었다. 필요한 전자의무기록 화면을 순서대로 띄우면서 설명을 하

고, 특히 임상관찰기록 화면에서 가장 많은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상관

찰기록에 기록된 환자 사정의 결과를 기본으로 환자 상태, 이루어진 처치, 투여 약

물, 목표 달성 여부, 향후 계획 등의 정보가 교환되었다. 그 외에 수시처방, 검사결

과조회, 투약이력, 환자별 메모(기타 사항)를 확인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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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racteristics of direct observation and Contents of handoff

                                                                N = 9
Categories Contents n (%) Mean±SD

Shift 9 (100)

Day ➝ Evening 3 (33.3)

Evening ➝ Night 3 (33.3)

Night ➝ Evening 3 (33.3)

Handoff frequencies/day 3

Location Bedside Computer  9 (100)

Participants in handoff

Outgoing nurse 1

Incoming nurse 1

New Nurse ↔ New Nurse 0 (0)

Average length of time : min/1 Patient 13.83± 5.34

Handoff structure EMR 9 (100)

Quality of the 

information transferred

Clarity 9 (100)

Brevity 9 (100)

Thoroughness 9 (100)

Other topics

Guardian 5 (55.6)

Medical staff 4 (44.4)

Administration 7 (77.8)

Others 5 (55.6)

Level of interaction 

between nurses

Questions 9 (100)

No Questions 0 (0)

Functionality of tools 

used

Easy to use of EMR 9 (100)

Difficult to use of EMR 0 (0)

EMR Main screen
Operation, History, Reason for hospitalization,  

Treatment Plan, Physician Progress note

EMR Clinical 

observation record

Vital Sign, consciousness, Ventilator mode, Secretion, 

Inotropics, Blood Pressure, Procedure, Blood sugar,  

Urine volume/character, Intake/Output, Medication, 

Fluid rate, Enteral tube feeding, EKG, Transfusion, 

Drain type & character, Renal Replace Therapy

EMR prescription Change, Preoperative Prescription, Consult

EMR Lab result inquiry Lab result, Scheduled Lab, Lab result target

EMR Medication history
Purpose of administration, Response to medication, 5 

Right, Special medications ex) Immunosuppressant

EMR Patient-specific 

notes

Guardian-related matters, Patient safety precautions, 

Isolation status, Advanced directives

EMR Nursing record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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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호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6>에 있다. 대상자는 연구 대상 병원 중환자실

에 근무하는 5명의 간호사로 식별코드를 부여하였다. 전원 여성 간호사였으며, 최종 

학력은 학사였다. 참여자는 1년 3개월부터 2년 7개월까지 총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

로 구성되었으며, 현부서 근무경력은 1년 3월부터 2년 4월까지였다<부록 7>. 

  인터뷰 내용은 서술적인 자료를 주제와 주요 개념에 따라 조직, 통합하는 과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파일, 현

장 기록, 전사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었고,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비교, 분류

하고 주제 모음과 주제를 이끌어 냈다. 

  내용분석을 통해 중환자실 인수인계 특성을 9개의 주제로 도출하고, 이를 인수인계 

인식, 인수인계 특성, 인수인계 과정, 인수인계 교육 및 훈련의 4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Table 1-3>.  

<Table 1-3> Themes and Theme Clusters of Intensive Care Unit Handoff 

Theme Clusters Themes

1. Handoff 

recognition

1. Work and responsibility are simultaneously 

transferred through information delivery

2. The process of judging work performance

2. Characteristics 

of handoff 

3. Basic items to be delivered at handoff

4. Need to share patient care appropriate to individual 

patient condition

3. Handoff process

5. Use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6. Lack of standardization of handoff

7. Time required to prepare for handoff

4. Handoff

education & traing

8. Commucation techniques training at handoff

9. Simulation handof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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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음 1. 인수인계 인식

주제 1.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업무와 책임이 동시에 이동

  참여자들은 인수인계에 대해서, 24시간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간호의 특성상 환자

와 업무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면서 동시에 책임도 함께 이동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환자 간호는 24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니까, 24시간 동안 질 좋은 간호와, 양질

의 간호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환자 정보.”(C)

“ 업무와 함께 책임도 같이 넘어오는...”(B)

“ 환자 정보랑 책임에 대해서...”(E)

주제모음 1. 인수인계 인식

주제 2. 업무 성과를 판단하는 과정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은 계획과 표준을 얼마나 달성하고 지켰는지를 판단하게 되

고, 이를 통해서 업무 성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앞의 사람이 그 

것을 덜 했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표준에 맞추려면 좀더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의 순서나 해야되는 일이나 그런 것 총 합해서 그런 것 자체...”(B)

“ ... 플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차질없이 사고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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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음 2. 인수인계 특성

주제 3. 인수인계 시 전달되는 기본 항목

  인수인계 특성으로, 인수인계 시 전달되는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견

해를 보여주었다. 각 중환자실별로 환자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따로 있었다.  

“ ... 환자의 히스토리를... 바이탈 추이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약물 용량? 이런 것

들을 확인을 하고... 최근 아인앤오는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유린은 어느 정도 나오

는지 이런 정도의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이트 때는 대부분 수시

처방을 데이나 이브닝 때 추가적으로 나는 추가처방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환자 

랩과 현재 들어가는 약물과... 처방과 약물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메모에 들어가

서... 카테터라든지... 수면 시간부터 해서, 수술 시간, 산소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

게 인수인계를 주고,... 보호자라든지 상처 사이즈나 최근 양상에 대해서...”(A)

“ 저희는 렁을 케어하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다면, CCU ... 경우에는 

EKG...”(A)

“ 뭔가 한 시술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라든가”(E)

주제모음 2. 인수인계 특성

주제 4. 환자 개별 상태에 적합한 환자 간호 공유 필요

   

  인수인계 특성으로, 환자 상태에 맞춘 목표 설정, 해당일의 계획 등이 반드시 공유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 ... 그 타겟이라는 게 ... 표준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맞는 타겟이거든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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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CO2가 60이면은 엄청난 일이지만 이 환자에게는 좋은 일... ”(B)

“ 그날의 케어 플랜. 그날에 환자에 대한 케어플랜을 전달하는 것...”(D)

주제모음 3. 인수인계 과정

주제 5. 전자의무기록 사용

  인수인계 과정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다른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 그 매체가 EMR이나 환자별 메모같은 경우 눈에 띄고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됩

니다.”(A)

“ EMR의 좋은 점은 아이패드와 연동이다.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시저할 때 모

습이라든지 그 때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EMR에 올리는 것.”(A)

주제모음 3. 인수인계 과정

주제 6. 인수인계의 표준화 부족

  각자 다른 순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 표준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인수인계

만을 위한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었다.   

“ 인계를 주기 전에 필요한 정보만 보여지면 좋겠어요... 삽입 부위같은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간략하게... 주는 분들이 있어서... 인수인

계 표준화가 좀 부족하다...”(E)

“... 전체적인 그런 거는 정리되어 있고, 거기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벤트같은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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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다고 하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표준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내용을 

죽 얘기를 하다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빠질 수도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B)

“... 부담감을 줄여주려면 뭔가 규정화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틀이 있다면, 그 틀에 

맞춰서 제가 내용만 끼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C)

주제모음 3. 인수인계 과정

주제 7. 인수인계 준비 시간 필요

  

  신규 간호사의 경우, 인수인계를 위해서 정보를 정리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등 준

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인수인계 준비하는 시간은 저는 처음에 인수인계 준비하고 막 혼자 연습해봤던 

시간이 거의 30분은 걸렸던 것 같은데...”(B)   

주제모음 4. 인수인계 교육 및 훈련  

주제 8. 인수인계시 대화 기법 교육 

  신규 간호사들은 인수인계 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방법을 고안해 내는 상황이었다.  

“... 뭐 인계를 잘 하는 법? 이런 거보다는 정보전달이 아니라 인계를 잘 하는 법을 

생각해 낸 거는 인계하기 전에 인계를 주기 전에 제가 인계를 드리는 선생님한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어? 선생님 오늘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서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일했는데..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약간 이렇게 넘

어가고 저도 약간 얘기를 하고 스토리가 메이킹이 되면서 그래서 뭔가 인계를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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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편하고 그러면은 정보 전달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구요...”(A)

주제모음 4. 인수인계 교육 및 훈련 

주제 9. 시뮬레이션 인수인계 교육 

  신규 간호사를 위한 인수인계 훈련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간호

사와 실제로 인수인계를 시행해 보는 방법으로 교육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 프리셉터 교육 기간 동안, 6주까지는 관찰을 하고 하면서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셉터 선생님과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빠뜨렸는지, 문서적인 것보다는 같이 해 보면서 경

험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교육을 받았어요.”(A)

“...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딱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력있

는 선생님과 연습을 해 보는 것? 좋을 거 같아요.”(B)

1-4) 다빈도 간호진단 선정 결과 

  

  1년 동안 간호진단 45 종류와 연구대상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간호 프로토콜 50개에 

해당하는 총 5,011,494건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간호진단은 

<Table 1-4>에 정리하였다. 그 외의 간호진단은 <부록 8>에 정리하였다.   



45

<Table 1-4> Top 10 nursing diagnosis used in the intensive care unit for one 

year

  또한 전자의무기록 간호 기록에서 추출된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해당하는 간호수행

을 정리하였다. 각 진단마다 1개 ~ 7개의 간호활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활동은 1건이라도 추출된 활동은 모두 정리하였다<부록 9>. 

  추출된 간호진단은 NANDA International nursing diagnoses : definitions & 

classification 2018-2020.(Herdman, et al., 2018)와 간호진단 : 정의와 분류 

2018-2020.(고일선 외, 2018)에서 확인하여 모두 현재 사용 중인 간호진단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추출된 간호수행은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Butcher, 

et al., 2018)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진단과 간호수행의 연계

성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Johnson, et al, 2012).

Ranking Nursing diagnosis
Numbers 

of use

Top 10 

percent

-age(%)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570,697 11.4

2 Risk for Injury 454,971  9.1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217,583 4.3

4 Acute Pain 207,299 4.1

5 Risk for acute confusion 189,032 3.8

6 Deficient Knowledge 144,046  2.9

7 Impaired Skin Integrity 125,303 2.5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79,478 1.6

9 Anxiety 77,093 1.5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71,796 1.4

Sum of the top 10 nursing diagnosis 2,137,29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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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콜 개발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콜 초안 개발

  문헌고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인수인계시 대화 나누는 단계를 도입

하여 간호사의 인수인계 대화 원형(2018, 정연옥 외)을 기반으로 인수인계 대화 프로

토콜을 작성하고, 문헌 고찰, 직접 관찰 및 전자의무기록 자료 추출을 기반으로 간호

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항목을 선정하여 최종으로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

콜을 개발하였다.  

1)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간호사의 인수인계 대화 원형(정연옥 외, 2018)을 기반으로 인계를 주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대화 프로토콜로서, 시작단계 – 예비단계 – 인계내용 제공단계 -  인계내용 

완성단계 – 종료단계로 이루어진다. 인수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의 시작을 고지한 후, 인계 내용을 전달한다. 인계 내용 전달 후 질문

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자가 후속 업무를 할 것에 대해 격려를 하고 끝났음을 표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Table 2-1-1>.   

2)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간호사의 인수인계 대화 원형(정연옥 외, 2018)을 기반으로 인수를 받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대화 프로토콜로서, 시작단계 – 예비단계 – 인계내용 제공단계 -  인계내용 

완성단계 – 종료단계로 이루어진다. 인계자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존중을 표현하고, 

간단한 담소를 하여 분위기를 유도한 후, 인계 내용의 상세함 정도를 요청하고, 인수

인계 중간중간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을 표시한다. 인계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인

계자에게 수고했음을 표현하여 존중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Table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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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The Transferor’s  Dialogue protocol 

1. Initiation Phase
1) Shared a greeting with the transferee(E.g. eye contact, a light bow, 

“how are you?”, etc.).

2) Made a small talk before starting the conversation on the handoff.

  (E.g. Asking hello, chatting, asking about hard work, etc.).

2. Preparation Phase

1) Said that the handoff dialogue will begin in earnest.

2) Guidance on the role or rights of the transferee during handover(E.g.   

questions, feedback, etc).

3) It was determined how specific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handoff 

content was desired.

4) An overall overview of the handoff content was provided.

3. Providing of Information Phase

1) In order to convey the details of the handover systematically and 

clearly, an intermediate summary and an intermediate notice were provided 

for each item.(E.g. “I've talked about testing so far. Next, I'll talk 

about medication”).

2) Among the contents of the handoff, particularly important points and 

things to keep in mind were briefly emphasized.

3) Individual handoff contents(E.g. medication, bowel movement, diet, Lab, 

etc.) were clearly communicated by contents without going back and forth.

4) A clear distinction was mad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handoff for 

individual patients(E.g. “It was handoff for patient A so far. Next is 

patient B”).

5) Interim summaries or questions were asked to confirm understanding for 

each patient.

4. Information completion Phase

1) It was checked whether the transferee had any additional questions, 

further questions, or supplementary questions in the details of the handoff.

2) It was checked whether the transferee had any disagreements or advice on 

the details of the handoff.

5. Closing Phase

1) Expressed appreciation for transferee’s active listening and 

cooperation.

2) Expressed encouragement and well-wishing for the transferee’s work. 

3) The end was explicitly expressed to the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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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The Transferee’s  Dialogue protocol 

1. Initiation Phase

1) Shared a greeting with the transferor.

2) Expressed encouragement and respect for the transferor's hard work.

3) Made a small talk before starting the conversation on the handoff.

  (E.g. Asking hello, chatting, asking about hard work, etc).

2. Preparation Phase

1) Asked the transferor to know how specific and detailed information he 

would like to see.

2) Encourages the transferor to take over with ease(If the transferor is a 

new or successor).

3. Providing of Information Phase

1) Expressed positiv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transferor's 

interim summary or key re-emphasis(E.g. Briefly repeating the interim 

summary or key re-emphasis, “I understand”, etc).

2) Consolation,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were expressed for the 

transferor's hard work and appropriate nursing activities.

3) If there is an error or negligence in the content that was handed over, a 

correction or advice was given.

4. Information completion Phase

1)The accuracy of the handoff contents was verified through a summary or 

question.

2)Asked in-depth or complementary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the handoff  

details.

3)Expressed disagreements or advised on the details of the handoff.

5. Closing Phase

1)Expressed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the handoff behavior.

2)Expressed the desire for the transferor to return home safely and take a 

rest.

3)The ending was explicitly expressed to the transf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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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중환자실에서 진행되는 인수인계를 직접 관찰한 결과, 현재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

여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 화면 구성을 참고하여 단계와 항목을 조직

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사항 – 환자 상세 정보 – 주호소 

– 임상관찰기록 및 assessment – 섭취량/배설량 – 통증 사정 – 낙상, 욕창 – 통합 검

사 조회 – EMR review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에는 연구대상 병원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한 상위 10개 간호진단 및 간호

활동을 정리하고, 문헌을 근거로 간호목표, 간호결과로 구성하였다. 인수인계 프로토

콜의 앞부분에서 사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을 인계하

고, 그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수행, 간호목표 및 간호결과를 차례대로 인계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부록 10>. 

  마지막으로 문헌 고찰에서 정리된 항목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타난 대로 앞

으로 계획을 인수인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To-do-List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구성하였다<Table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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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

Steps Items Contents

Common

matters

General

matters

1. Ward/Room Number/Bed number

2. Name 

3. Number(medical record)

4. Gender, Age

5. HOD, WOD, POD

6. Medical department

7. Attending physician

8. Diagnosis

9. Operation, Procedure

Patient

more 

information

1. Allergies

2. Infection

3. Other information

Assessment

Chief 

complaint
1. Chief complaint

Clinical 

observation

record & 

Assessment

1. Vital sign : Target value for each item

2. Monitoring : Important drugs, blood sugar 

level, etc.: Target value for each item

3. Diet : Target value for each item

4. Physical assessment summary

5. Neurologic assesment

6. respiratory assessment

7. Skin/Wound

8. Tissue perfusion

9. Nutrition

10. Various catheters and drainage tubes

Intake

/Output

1. Intake/Output Target

2. Intake : Oral, IVF, intravenous infusion, 

blood: target value

3. Output : Urine, feces, drainage volume : 

targ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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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Contents

Pain 

Assessment

1. Pain Assessment Tool

2. Score, location, etc.

3. Nursing activity, medication, etc.

Fall, 

Pressure 

ulcer

1. Fall score, reason for evaluation

2. Pressure ulcers score, reason for evaluation

Integrated 

Lab inquiry

1. Various test results: target value for each 

item

Other EMR 

records

1. Hospitalization progress note

2. Consultation

3. Operation note

4. Reasons for admission the intensive care unit

5. Medication history

6. Prescription

7. Patient-specific notes

Nursing diagnosis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Nursing Goal

1. The patient achieves improved respiratory function as 

evidenced by the following indicators. 

  1) Demonstrates respiratory rate within normal limits, 

compared with baseline(8~24 breaths/min).

  2) Express relief of or improvement in feelings of shortness 

of breath.

  3) Relates causative factors.

  4) Demonstrate rebreathing technique. 

2. The patient does not show hypoxia or hypercapnia.

Nursing 

Intervention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

2. Respiratory Monitoring

3. Airway Management

4. Oxygen Therapy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

6. Anxiet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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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Nursing 

Outcome

1. Respiratory status 

2. Vital signs status 

3. Anxiety control 

4.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5.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6.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7.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Nursing diagnosis 2. Risk for Injury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relate fewer of no injuries as evidenced 

by the following indicators.

  1)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for injury.

  2) Relates intent to use safety measures to prevent injury. 

  3) Relates intent to practice selected prevention measures. 

  4) Increases daily activity, if feasible. 

2. the patient will remain free from injury.

Nursing 

Intervention

1. Physical Restraint

2. Fall Prevention

3. Seizure Management

4. Seizure Precautions

5. Seclusion

Nursing 

Outcome

1. Risk control

2. Safe Environment 

3. Falls Occurrence

4. Fall Prevention Behavior

5. Physical Injury Severity 

Nursing diagnosis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Nursing Goal

1. the patient demonstrate skin integrity free of pressure 

ulcer, as evidenced by following indicators. 

  1) Describes etiology and prevention measures

  2) Participates in risk reduction 

  3) Consumes recommended daily dietary intake

2. The patient maintains skin integrity. 

3. the patients identify risk factors for sk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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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Nursing 

Intervention

1. Skin Surveillance

2. Pressure Management

3. Pressure Ulcer Prevention

Nursing 

Outcome
1. Tissue integrity : Skin and Mucous Membrane 

Nursing diagnosis 4. Acute Pain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experience a satisfactory relief measure 

an evidenced by the following indicators. 

  1) Reporting a pain score that wa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by him/her. 

  2) Increased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recovery.

  3) Reduction in pain behaviors.

  4) Improvement in mood, coping. 

2. The patient demonstrates relief of pain.

Nursing 

Intervention

1. Pain Management

2. Analgesic Administration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

4. Surveillance

5. Heat/Cold Application

6. Anxiety Reduction

7. Position

Nursing 

Outcome

1. Comfort level 

2. Pain Control 

3.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4.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5. Discomfort level 

6. Pain level 

Nursing diagnosis 5. Risk for acute confusion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not experience episodes of delirium as 

evidenced by the following indicators. 

  1) Be less agitated. 

  2) Participates in ADLs 

  3) Be less combative. 

2. The patient will be alert and have an orientation.

Nursing 

Intervention

1. Neurologic Monitoring

2. Surveillance

3. Medic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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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4. Sleep Enhancement

5. Reality Orientation

Nursing 

Outcome

1. Cognition 

2. Cognitive Orientation 

3.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4. Delirium level 

Nursing diagnosis 6. Deficient Knowledge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demonstrate knowledge retention 

related to illness, treatment etc. 

Nursing 

Intervention

1. Teaching: Disease Process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4. Teaching: Individual

5. Teaching: Preoperative

6. Teaching: Prescribed Diet

7. Teaching: Infant Safety 

Nursing 

Outcome

1.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2. Knowledge : Disease Process 

3. Knowledge : Fall Prevention

4. Knowledge : Infection Management

5. Knowledge : Medication

6. Knowledge : Pain Management 

7. Knowledge : Prescribed Activity

8. Knowledge : Treatment Process 

9. Knowledge : Prescribed Diet 

Nursing diagnosis 7. Impaired Skin Integrity

Nursing Goal

1. The patient’s pressure ulcer will demonstrate as evidenced 

by following indicators. 

  1) Progressive healing of pressure ulcer

  2) Participates in risk reduction

2. The Patient/Family will accurately demonstrate.

  1) Demonstrates pressure ulcer care 

  2) Identifies sign of improvement and/or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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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3) Explains rationale for interventions 

3. The patient will show improved skin integrity.

Nursing 

Intervention

1. Skin Surveillance

2. Pressure Ulcer Care

3. Wound Care

4. Wound Irrigation

5. Suturing

Nursing 

Outcome

1. Tissue integrity  

2. Allergic Reaction : Localized 

3. Burn Healing 

4.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5.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6.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Nursing diagnosis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identify a method to acquire food on a 

regular schedule, as evidenced by following indicators.

  1) describes causative factors when known. 

  2) Relates important of good nutrition.

2. The patients maintain adequate nutrition.

Nursing 

Intervention

1. Nutrition Therapy

2. Diet Staging

3. Nutrition Management

4. Nutritional Monitoring

5. Swallowing Therapy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

Nursing 

Outcome

1. Nutrition status 

2. Gastrointestinal function 

3. Nutritional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4. Nutritional status : Nutrient Intake

5. Weight : body Mass 

6. Weight Gai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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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Handoff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continued)

Steps Items

Nursing diagnosis 9. Anxiety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relate increase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 comfort, evidenced by the following indicators. 

  1) Describes own anxiety and copping patterns. 

  2) Identifies two strategies to reduce anxiety.

2. The patient will display decreased signs and symptoms of 

anxiety.

3. The patient will identify coping strategy to decrease 

anxiety. 

Nursing 

Intervention
1. Anxiety Reduction

Nursing 

Outcome

1. Anxiety level

2. Coping

3. Anxiety self-Control 

4. Concentration

Nursing diagnosis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Nursing Goal

1. The patient will report changes in peripheral sensation or 

movement.

  1) The peripheral pulse is palpable.

  2) The extremities are warm. 

  3) The capillary refill time is less than 3 seconds.

2. The patient will remain free from venous thromboembolism. 

Nursing 

Intervention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

Nursing 

Outcome

1. Neurological Status : Peripheral 

2.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3. Sensory Function : Tactile

To-Do-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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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전문가 집단은 연구 대상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학력은 전원 석사 

학위 소지자였으며, 총 근무경력은 9년2월부터 23년4월까지였고, 경력개발 4단계 간

호사 7명 및 5단계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1>.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중에서 2. 예비단계 중 ‘4)인계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를 안내하였다.’는 0.625을 획득하여 삭제되었다. 또한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중 

‘1) 인계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중간요약과 중간예

고를 하였다(예:“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0.75을 획득하여 삭제하였다. 그 결과 인계자 대화 프로토

콜 16항목 중에서 2개가 삭제되어 14개 항목이 채택되었다.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항목은 모두 0.78 이상으로 나타나 삭제한 항목은 없었다. 

따라서 14개 항목 모두 채택되었다. 그 외에 문장에서 모호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통

해 최종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또한 프로토콜에 대해 자유롭게 의

견을 제시하도록 했을 때 ‘인계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은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중환자실 

인계 환경이 조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은 총 220개 항목 중에서 58개 항목이 수정되

었는데, 그 중 CVI가 0.78 미만으로 나타난 32개 항목이 삭제되었고, 26개 항목은 

CVI는 0.78 이상이었으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 세부항목, 

사정 도구 등이 추가되었다. 간호목표, 간호결과는 문헌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중환

자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항목들이 주로 삭제되었다. 또한 To-Do-List 항목을 

인수인계 각 단계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삽입하자는 의견에 따라 각 단계마다 추가하

였다.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결과 및 수정사항은 <부록 12>, <부록 13>, <부록 14>에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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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내용이해도

  사용자 내용 이해도 평가에 참여한 8명 모두 최종 학력은 학사이고, 총 근무경력은 

1년6월부터 4년5월까지였다<부록 15>.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중에서 2. 예비단계 중 ‘2)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예: 질문, 피드백 등).’항목이 이해도 점수가 3.8 ± 1.4로 가장 

낮았고, 인수자 권리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Ex) "인계가 빠르

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추가

하였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되었다.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 검증 결과, 전문가집

단 내용타당도 결과에 의해 수정된 총 188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수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 세부항목, 사정 도구 등이 추가되었

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환자 상세 정보 중 ‘3. 그 외 정보 :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으로서 평균 3.63 ± 0.74 이었는데, 이는 사용자 이해도 참여

자인 경력개발단계 2,3단계 간호사들에게 보험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었으나,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에서는 CVI 1로 나타난 항목이므로 수정하지 않았다. 

5번째 간호진단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간호결과 ‘3. 왜곡

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도 3.88 ± 0.99이었는데 이 

항목 역시 CVI가 0.875로 나타난 항목이라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쉬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부록 16>, <부록 17>, <부

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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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준화 인수인계자 훈련 및 환자 시나리오 작성

  임상경력관리체계 4단계 간호사 2명을 표준화 인수인계자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

문가집단 내용타당도 및 사용자 내용이해도 검증을 거쳐서 수정 보완된 T-HAND 프로

토콜의 각 항목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간호

사 교육용 서버가 설치되어 원하는 대로 환자 상태를 구현이 가능하여, T-HAND 프로

토콜 내용을 반영하는 인수인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은 

각 항목마다 적절한 대화를 작성하고, 미해당은 따로 표시하였다<부록 19, 20>. 총 

28개 항목 중에서 미해당이 3개여서 총 25개 항목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에는 각 항목마다 환자의 상태, 인계 내용 등

을 작성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항목에는 미해당이라고 표시하였다. 그 결과 총 94

개 항목이 시나리오에 포함되었다. 개발된 시나리오는 가상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항목별로 기술하였으므로, 추후 신규 간호사의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부

록 21>.    

3. 예비교육을 통한 T-HAND 프로토콜 최종안 개발

  중환자실에서 프리셉터쉽을 완료하고, 발령 1년 미만 간호사 12명을 모집하여 신규 

간호사 대상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총 근무경력이 3

월부터 9월까지였다<부록 22>.   

  교육은 먼저 전자의무기록 교육용 서버에 구현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수인계 대화 

시나리오와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토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인계를 먼저 실시하였다. 인계가 다 끝나고 나면, 신규 간호사가 동일한 환자를 대상

으로 인수받은 내용을  다시 teach-back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표준화 인

수인계자는 신규 간호사가 인계받은 항목을 다시 말하는 항목을 따로 표시하여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간호사의 인계가 다 끝나면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빠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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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해 피드백하고 질문에 답을 하였다. 신규 간호사는 교육 후  인수인계 평가 

설문지와 교육 만족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3-1) 신규 간호사 대상 T-HAND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 : 인수인계 정보 

착오  

  표준화 인수인계자는 teach-back 방법을 적용하여, 신규 간호사가 인계받은 항목을 

다시 인계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항목을 표시하여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그 착오를 

계산하였다.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결과, 신규 간호사들은 71.2%의 대화를 다시 말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프로토콜 중 3. 인계내용 제공 단계에서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를 12명의 

대상자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인 2명만 다시 말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함이 나타났다. 또한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

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는 3명이 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가 

신규 간호사라서 조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는  5. 종료 단계 중에

서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를 4명이 말로 표현하였다<부

록 23>.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결과, 신규 간호사들은 77.1%의 대화를 다시 말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프로토콜 중에서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2)개별 인계 내용

(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

하였다.’와 5. 종료 단계 ‘2)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

하였다.’가 가장 적은 인원인 5명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인수인계에 아직 익숙하

지 않은 신규 간호사의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24>. 

  간호과정 반영한 프로토콜 행동 평가 결과,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

부족) 중 ‘간호중재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간호결과 6. 지식 : 

통증 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 간호진단 10. Risk for Periph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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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vascular Dysfunction(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중 ‘2) 사지가 따뜻하

다.’, ‘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이 각 1명씩만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진단 10번의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간호결과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중 ‘7.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계’가 2명만 발화하여 

특정 진단과 관련된 사정부터 결과까지 교육이 더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총 94개 항목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교육하였는데, teach-back을 실시한 

후 신규 간호사들이 평균 74.4개를 발화하여 79.2%를 다시 인계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미리 환자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실시한 교육의 결과이다. 간호진단 전에 

인계되는 공통사항, 기타 항목은 100%의 발화율을 보였고, 사정 부문에서도 2명만 다

시 인계한 ‘7. Tissue perfusion’을 제외하면 100%의 수행율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먼저 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부록 25>.  

3-2) 신규 간호사 대상 T-HAND 프로토콜 예비교육 반응 평가 

  

  T-HAND 프로토콜을 사용한 1:1 teach-back 방법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반응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

록 하였다. 

  총 14개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가 6.58 ± 0.79 점이었다. 이는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인수인계를 진행해 보고, 인계받은 항목 중에서 본

인이 전달을 잘 할 수 없었던 항목을 확인한 후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나에게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항목이 6.42 ± 0.51 점

으로 나타나서, 간호과정이라는 새로운 인수인계 방법을 적용하여 충분한 환자 정보

가 전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제공된 정보를 명확히 말

할 수 있었다’항목에 대해서도 6.08 ± 0.51 점을 보여서 신규 간호사가 teach-back 

방법을 통해 인수인계를 훈련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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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는 항목에는 6.00 ± 0.95 점을 나타내

어, 간호과정을 기반한 인수인계 방법을 통해 신규 간호사가 다양한 간호상황을 전달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심리적

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는 항목에는 5.83 ± 0.94 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평

가를 받는다기 보다는 교육을 받는다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경험했던 어려운 임상적 상황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5.92 ± 0.90), ‘나는 힘들

었던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debrief)할 기회가 있었다’(5.83 ± 1.19), ‘나는 업

무부하(workload)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5.00 ± 1.95)의 항목이 비

교적 낮게 나타났다<부록 26>.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 바, 간호과정을 사용하는 방법의 논리적 구조가 환

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계획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인계되기 때문에 이미 적

용된 중재와 계획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간호사

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의무기록을 통해서 미리 담당 환자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즉각적으로 환자 파악

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간호진단을 사용하여 인계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어려운 점으로는 간호

진단을 이용해서 기록은 해 왔지만, 인수인계에서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익숙하지 않

다는 점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전자의무기록 인수인계 화면을 구성할 때 반영하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teach-back 방법을 활용하여 1:1로 진행하는 

교육 방법이 역할 모델이 있다는 점과 항목을 같이 점검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기 때

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은 신규 간호사가 말

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연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인수인계 예비 교육에 대해 정연옥 외(2016)가 개발한 교육 만족도 도구를 사

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7개 항목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실제 인

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항목이 4.33 ± 0.78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

타냈는데, 이는 차후 반복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가장 높은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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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은 흥미로웠다’로서 4.88 ± 0.3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시나리오가 

실제 환자와 비숫해서 실감났다, 중간중간 할 일을 정리한 점이 매우 편했다, 간호진

단을 활용하니 간호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도움이 된다, 피드백을 받으며 1:1 교

육을 진행하여 도움이 되었다, 신규 간호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인수인계 교육이라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수인계 교육은 teach-back 의사

소통 방법처럼 피드백이 가능한 방법으로 1:1 교육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27>. 

3-3) 예비 교육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예비 교육 결과에 따라, ‘내가 경험한 어려웠던 임상상황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다’항목은 인수인계 대화 프로토콜에 수정, 반영하였다. 간호과정에 기반한 중환

자실 표준화 인수인계 -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에서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중 ‘2)인

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항목을 ‘2)인

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

문을 하였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To-Do-List를 반복해 주는 것과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인계자,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4번째 단계를 ‘Teach-back을 통한 

인계내용 완성 단계’로 명칭을 수정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To-do-List를 teach-back 

의사소통 방법으로 반복하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3-4) 최종 T-HAND 프로토콜 개발 

  예비 교육 결과에 따라, 수정한 최종 T-HAND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T-HAND 프로토콜_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및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은 총 5개 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환자실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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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T-HAND 프로토콜_간호과정 기반 프로토콜은 공통사항, 사정, 간호과정(간호진단, 

목표, 수행, 결과), To-do-List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하게 모식도로 표시하면 

<Figure 5>, <Figure 6>, <Figure 7>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8>, <부록  

29>, <부록 30>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Fish-bone 

형태로 작성하였다<부록 31>. 

  최종 T-HAND 프로토콜은 인수자,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과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

토콜을 통합하였다. 또한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한 예비교

육 대상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QR 코드를 삽입하여 즉각 

참고할 수 있도록 완성하였다<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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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AND protocol_The Transferor’s  Dialogue protocol 

1. 시작단계

1)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

2)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ê

  2. 예비단계

1)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2)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3)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ê

  3. 인계내용 제공단계

1)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

다.

2)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

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다.

3)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

4)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ê

  4. Teach-back을 통한 인계 내용 완성 단계

1)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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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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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AND protocol_The Transferee’s  Dialogue protocol  

1. 시작단계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ê

  2. 예비단계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

였다.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 

ê

  3. 인계내용 제공단계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ê

  4. Teach-back을 통한 인계 내용 완성 단계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ê

5. 종료 단계

1)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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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AND protocol based on Nursing diagnosis

단계 항목 내용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병상, 환자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HOD, 

WOD, POD, 진료과, 주치의, 진단명,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과 예정된 것

환자 상세정보 알레르기 유무, 감염, 그 외 정보 

기타 To-Do-List 1.

사정 

Assessment

주호소 주호소, 중환자실 입실 사유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활력증상,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목표치, 식이,  Neurologic assesment, 

Respiratory assessment, Skin/Wound, Tissue 

perfusion 

섭취량/배설량

섭취량/배설량 목표, 

섭취량 : 경구,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통증 사정 통증평가도구, 점수, 부위, 간호활동, 투약 등

통합검사조희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투약 종류, 중요 부작용

기타 

EMR 기록

입원기록, 경과기록, 협의 진료의뢰서, 수술기

록, 수시처방, 환자별 메모, 간호기록

환자 안전 낙상, 욕창, 의료장비, catheter 등 

사회 심리적 사정 섬망(ICDSC 점수), 보호자 관련 사항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   

간호 목표

간호 중재

간호 결과

기타 To-Do-List 1.

Teach

-back 항목
To-Do-List

1. 간호진단

2. 간호목표

3. 간호수행

4. 간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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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AND protocol_Final version 

1. 시작단계 : 인계자

1)인사 1. 시작단계 : 인수자

2)시작하기 전에 담소 1)인사

2)인계자에 대해 격려, 존중감 표현

3)시작하기 전에 담소

2. 예비단계 : 인계자

1)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언급 2. 예비단계 : 인수자

2)인수자 역할이나 권리 안내 1)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

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3)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

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

계하라고 격려

3. 인계내용 제공단계 : 인계자
3. 인계내용 제공단계 : 인수자

1)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
1)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
2)인계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

2)인계자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

3)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

4)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

단계 항목 내용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병상, 환자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HOD, WOD, POD, 

진료과, 주치의, 진단명,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 

예정된 것

환자 

상세정보
알레르기 유무, 감염, 그 외 정보 

기타 To-Do-List 1.

사정 

Assess-

ment

주호소 주호소, 중환자실 입실 사유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활력증상, Monitoring : 중요 약물, 혈당 수치 등 

목표치, 식이, Neurologic assesment, Respiratory 

assessment, Skin/Wound, Tissue perfusion 

섭취량

/배설량

섭취량/배설량 목표,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통증 사정 통증평가도구, 점수, 부위 등, 간호활동,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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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교육 자료 QR 코드 

<Figure 8> T-HAND protocol_Final version(continued)

단계 항목 내용

사정 

Assess

-ment

통합검사조회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투약 종류, 중요 부작용

기타 

EMR 기록

입원기록, 경과기록, 협의진료의뢰서, 수술기록, 수시처

방, 환자별 메모, 간호기록

환자 안전 낙상, 욕창, 의료장비, catheter 등 

사회 심리적 

사정
섬망(ICDSC 점수), 보호자 관련 사항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   

간호 목표

간호 중재

간호 결과

기타 To-Do-List 1.

ê
4. Teach-back을 통한 

인계내용 완성 단계 : 인계자 4. Teach-back을 통한 

인계내용 완성 단계 : 인수자1)인계내용에 추가 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2)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 2)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질문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 표시, 조언

To-Do

-List

간호진단, 간호목표, 

간호수행, 간호결과
5. 종료 단계 : 인계자

1)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
5. 종료 단계 : 인수자

2)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
1)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
3)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

3)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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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ADDIE 모델을 적용하여 간호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인수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신규 간호

사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개발하였

다. 이에 teach-back 방법과 간호과정이 적용된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특징을 

평가하고,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Teach-back 방법이 적용된 인수인계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 teach-back 방법은 두 가지로 적용되었다. 

  첫 번째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teach-back 방법을 적용하여 T-HAND 인수

인계 프로토콜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본인 스스로 어느 항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인계받은 대로 다시 말하지 못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

비교육에서 진행된 인수인계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했을 때, ‘나에게 제공된 정보를 

명확히 말할 수 있었다’항목에 대해서 6.08 ± 0.51 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신규 간호사가 teach-back 방법을 통해 인수인계를 훈련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그 자리에서 교육자가 바로 수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교육자가 인계한 프로토콜의 각 항목을 각각 확인하여, teach-back 

방법으로 신규 간호사가 다시 인계하면서 말하지 않은 항목을 각각 확인하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 내용을 항목 단위로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인수인계시 필요한 대화 프로토콜을 결합하였고, 이 

부분 역시 teach-back 방법으로 예비 교육하였다. 신규 간호사들이 인수인계시 태움

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정연옥 외, 2015),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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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프로토콜(정연옥 외, 2018)을 적용하였다. 시작 시점에서 인사를 나누고, 담소

를 나누도록 하며, 인계 과정에서 지지하고 질문하고, 마무리 시점에서 감사를 표하

는 절차를 제공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인수인계시 대화 기법 교육”

이라는 명제를 해결하였으며, 긴장된 간호문화의 완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문헌고찰

을 통해 정리한 인수인계 항목에도 대화(인수자의 종합 : 반응, 되읽어주기; 조정)이 

있으며, 질문(질의응답, 질문탐색) 및 감사 표현이 있으므로 대화 프로토콜을 도입함

으로써 이 항목들을 구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teach-back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삽

입한 것이다. 문헌 고찰에서 정리된 항목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앞으로 계획을 

인수인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각 단계마다 

To-Do-List를 삽입하였는데, 이는 간혹 인수인계 후에 인수자가 해야 하는 업무의 혼

동으로 특정 간호행위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에 대해 예비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중간중간 할 일을 정리한 점이 매우 편

했다”고 평가하여, 대화 프로토콜 단계 중 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

성을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사항 등에 질문하는 단계인 ‘인계내용 완성 단계’(4

단계)에 teach-back 방법으로 To-do-list를 다시 말해 보는 과정을 결합하였다.      

특히 이 단계는 오류 경험이 높고(김기영, 2018), 경험 부족이 오류 경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형진주, 2014) 신규 간호사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each-back 방법은 주로 환자 교육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환자 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Talevski, et al., 2020). 아직 의료인 인수인계에 적용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환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

해가 상승되고, 치료 이행이 향상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

(Anderson, Leister, & Rego, 2020)처럼 본 연구에서 신규 간호사에게 예비교육의 형

태로 적용했을 때도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법은 단지 인수

인계 프로토콜이나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주제의 간호사 교육과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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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과정에 기반한 T-HAND 프로토콜

  

  본 T-HAND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특징은, 이제까지 간호사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적

용된 적이 없는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The Joint Commission)(2007)가 표준화된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천명하였지만, 문헌고찰 결과, 아직까지 보편적인 표준화 프로토콜로 합의

된 프로토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하는 장소, 환경, 대상자 등이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리된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단일 범용 표준화 인수

인계(single universal standardized handoff)를 만드는 것은 포함되는 정보가 방대

해질 것이고,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미사용 항목이 발생할 것이므로 비효율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Nasarwanji, et al., 2016). 또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인수인계 프로토콜

을 활용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적용이 가져오는데 따른 주의점이 대두되고 있다

(Hilligoss & Moffatt-Bruce, 2014). Spooner 외(2016) 연구에서와 같이, ISBAR 및 

신체 체계 틀(body systems framework)이 중환자실 팀리더 간호사의 인수인계 내용이 

다 포함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연상기호, 기억 등에 의존하

는 대신 그 임상현장 고유의 구조화된 인수인계 도구를 제공하면 이 문제가 완화된다

는 주장에 따라(Nasarwanji, et al., 2016), 다양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일 범용 표준화 인수인계 프로토콜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간호진단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토콜의 예비교육을 위해 연구 대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중 내,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1년간 기록된 간호진단, 간호수행을 추출해 내었다. 총 45개의 간호

진단이 추출되었고, 그 중에서 상위 10개 진단이 총 기록의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해당하는 간호수행 역시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된 

항목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나 간호목표는 현재 연구대상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있어서 문헌을 통해 결합시켰다. 또한 간호결과는 아주 일부만 사용되고 있어서 

역시 문헌을 통해 결합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위 ‘NNN 분류(NNN taxonomy)’을 



73

완성하였다. (NANDA International nursing diagnoses(Herdman, et al., 2018),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Moorhead, et al. 2018),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Bulechek, et al. 2018)). 

  서로 다른 2군데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간호진단, 간호수행, 간호결과의 현황을 

파악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낸 결과(Castellan, et al., 2016)처럼, 다른 

중환자실에서 혹은 다른 병동에서 사용되는 간호진단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간호진단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 만약 다른 병동에서 교육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면 그 병동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간호진단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동 상황에 맞게 적용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 인수인계 직접 관찰에 드러난 대로 간호사 인수인계에 오로지 대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만 사용하고 다른 도구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자의무기록의 화면

의 순서대로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 화면 구

성 및 순서를 반영하여 기본 항목 및 사정(assessment) 항목을 구성하여, 간호과정 

중 사정 단계를 구현하였고, 현재 인수인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서도 탈락하는 항목

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수인계 진행 전자의무기록 화면과 항목의 순서를 일치

시켰기 때문에 사용하는 간호사가 따로 순서를 외운다거나 약어 알파벳을 기억해서 

내용을 맞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상이한 전자의무기록 

화면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순서에 맞추어 수정하면 된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간호진단을 인수인계에 사용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예비

교육 참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인수인계를 간호과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간호목표

를 분명하게 수립하고 인계하므로 간호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인계하는 항목이 환자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목표를 수립하고, 간호수행 항목을 적용하며, 간호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

게 된다. 따라서 간호결과에 대해서 인수자와 인계자가 동일한 용어로 공유하게 되므

로, 이 형식의 인수인계를 통해 특히 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완

성해야 하며, 어느 항목에 대해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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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 발간한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에 따르면, 간호과

정을 학습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간호대학에서 간호의 주요 역량으로 함양하여 임상

으로 진출하는 간호사들이 배운 바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도 적용이 증가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신규 간호사로서 간호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

의 관점에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간호 수행의 결과를 

간호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공유하는 훈련이 지속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병원의 일부 중환자실의 전자의무기록 자료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중환자실 인수인계 T-HAND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발령을 받는 신규 간호사의 숫자의 제한으로 인해 예비 교육 형태

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고, 프로토콜의 적용성을 좀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의 대상을 모집하여 교육의 중재 유무에 따라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교육,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의료 의사소통의 한 종류인 인수인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

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환자안전이라는 주제의 한 가지 측면으로 간호사를 교육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피교육자가 이해한 바를 본인의 말

로 다시 되풀이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사이의 정보 착오를 측정하는 teach-back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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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적용해 보았고, 신규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므로 향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실무 측면

  이제까지 간호사 인수인계 프로토콜은 각 병동에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는 형식으

로 대부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순서를 반영하고,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목표 및 간호결과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적

용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므로, 향후 간호실무에서 적극 활용하여 인수인계 오류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자료가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자동 연

동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가 종료된 후에 To-do-list를 완료하는 시스템으

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정보 빅데이터를 형성 가능하므로, 간호업무

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성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가 개발

로 연계될 수 있다. 개발된 프로토콜을 각종 전산 장비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상

업화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간호연구 측면 

   간호과정에 기반한 간호사 인수인계 프로토콜을 교육하여 간호언어의 실제적 사용

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간호진단과 간호수행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다른 

장소에서도 간호진단의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

수인계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적용성이나 활용도에 대한 연

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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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ADDIE 모델을 적용하여 간호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T-HAND 프로토콜

을 개발하고, 인수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신규 간호사를 대

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T-HAND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T-HAND 프로토콜은 ADDIE 모델에 따라 개발되었는데,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를 세밀하게 사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직접 관찰 및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듣고, 프로토콜 개발 시 적용하

였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인수인계 시나리오에 맞추어 가상 환자를 교육 서버에 구현하

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이 실제 환자 상황에서 인수인계 교

육을 받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해 주었고, 이는 신규 간호사 스스로 반복 학습을 하거

나 다른 병동에 확대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T-HAND 프로토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과정을 적용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이라는 점이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인수인계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과정이 적

용된 프로토콜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간호과정을 

도입함으로 인해 간호의 관점으로 환자를 파악하여 간호사로서 직무 자긍심이 향상되

도록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수인계에 teach-back 의사소통 단계를 공식적으로 

삽입하였다는 점이다.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도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수립하기 어렵고, 인수인계 때문에 퇴직을 고려한다고까지 하는 신규 간호사에게 특

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장된 업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고되는 인

수인계 시간에 존경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 프로토콜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간호문화를 변경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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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인수인계 T-HAND 프로토콜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준

화 인수인계자가 teach-back 방법을 활용하여 예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수인계 시

간에 발생한다는 긴장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력간호사에게 대화 프로토콜이 포

함된 중환자실 인수인계 T-HAND 프로토콜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간호

사가 만족도를 나타낸 teach-back 방법 활용에 대해 신규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프리

셉터에게교육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표준화 인수인계자가 시나리

오를 작성하여 가상 환자에 대해 예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 환

자를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와 프리셉터가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입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경력 간호사의 경우, 이미 본인의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으므

로, 새로운 프로토콜 교육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2) 간호실무 측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일 범용 표준화 인수인계(single 

universal standardized handoff)로 개발하지 않고, 각 병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진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간호진단을 추가할 수 있는 형

태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간호진단을 사용하는 병동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인수인계 

프로토콜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대상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

의무기록 화면 구성 및 인수인계시 사용하는 화면 순서를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각 

병동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서 간호진단 

자료의 댐(Data Dam)을 구축하여 간호사 고유의 업무인 간호수행의 사용 빈도 등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간호업무 분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간호수가 개

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서 간호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대규모로 추출하여 데이터마이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호진단 및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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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화의 원형을 적용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이므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수성을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3)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의 중환자실 인수인계 T-HAND 프로토콜 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

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인수인계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기존 연구에 더하여, 인수인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간호사들이 느끼는 현상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문헌 고찰에 따르면, 프로토콜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후속 연구를 

통해 사용 여부, 인수인계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도, 교육 형태, 인수인계 매뉴얼 존

재 여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인수인계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만족도, 도구 사용 여부에 따른 인수인계 시간,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추이 등 전국의 다양한 병원에서의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수인계의 어려움으로 사직까지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따라서 인수인계 

평가 및 이직 의도, 전문직 만족도 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충분한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

하는 실험 연구를 시행하여, teach-back하는 항목 개수 비교 및 자기 효능감, 전문직 

만족도 등 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성

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향후 각기 다른 환자를 간호하는 다양한 병동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의 차이, 환자안전문제 발생의 차이 등 사용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의 교육이 실무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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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수인계 연상기호(handoff mnemonic) 

방법 인계 항목 참고 문헌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2012

I-SBAR
Identify,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Department of 

Defense Patient 

Safety Program, 

2005

PACE
Patient/Problem, Assessment/Action, 

Continuing/change, Evaluation
Schroeder, 2006

P-VITAL
Present Patient, Vital Sign, Input/Output, 

Treatment/Diagnosis
Wilson, 2011

SOAP Subjective data, Objective data, Assessment, Plan Weed, 1968

PASS-BAR
Patient, Assessment, Situation, Safety concern,

Background, Action, Recommendation
김은만 외, 2014

I-PASS

Illness severity, Patients summary, Action List, 

Situation awareness & contingency plans, 

Synthesis by Receiver

Starm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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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수인계 대화지침: 인계용(정연옥 외, 2016)

1. 시작단계 

1) 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2) 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묻기, 담소 등).

2. 예비단계

1) 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2) 인계 중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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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

다(예: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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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목요

연하게 전달하였다.

4) 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예: “지금까지 환자 A

분에 대한 인계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B분입니다”).

5) 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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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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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수인계 대화지침: 인수용(정연옥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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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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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 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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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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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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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의사소통으로서의 인수인계 특성(정연옥 외, 2018 재인용)

  

기능 내용 출처

환자에 대한 정보 전달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나누는 과정

Randella, 

Wilson, & 

Woodward, 2011

간호 업무와 책임의 

교대

환자와 환자 관련 그룹에 대한 간호 업무와 간

호사의 의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교환하는 

과정

Manse & Foster, 

2011

간호사의 사회화
간호의 목적과 가치를 성찰함으로써 간호사 무

엇인지를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

Wolf, 1988  

Lally, 1999

신입 간호사의 교육 및 

경력 간호사의 재교육

신입 간호사 : 수행한 간호 업무에 대해 평가받

고 교정 받음으로써 실무 능력과 직업의 전문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경력 간호사 : 기존의 간호 지식을 교정하고 업

데이트할 수 있는 자리

Lally, 1999 

Thurgood, 1995

O’connell & 

Penney, 2001

간호업무에 대한 

성찰과 검증 및 

평가

인계 간호사 : 업무에 대한 성찰 기회

인수 간호사 : 인계 간호사의 간호 행위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실수에 대한 염려와 

경고 및 인정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시스템

Wolf, 1988 

Lally, 1999

Randella, et 

al, 2011

도움 제공의 기회

간호 업무의 잠재적인 실수에 대한 염려과 경고

를 표현하고 동료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

Lally, 1999 

정화의 시간

간호 과정에서 체험한 좌절감이나 분노, 슬픔, 

혐오감 등과 같은 감정을 방출함으로써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간호 업무의 어려움을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정화의 시간

Wolf, 1988 

Lally, 1999

개인적인 인간관계 

형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업무 외의 활동이

나 개인적인 관심사나 불평과 유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간호사 사이에 개인적인 인간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

Lally, 1999

팀의 결속력 향상
간호에 대한 가치의 공유과 인간적인 교류를 통

한 간호사들의 팀 결속력과 연대감 증진의 기회
Lall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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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시간 질문방식 No. 질문 내용

5분 도입질문 1 인수인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5분 전환질문 2 인수인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60분 주질문 3 현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 현재 인수인계 과정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5 현재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요?

6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요? 

7
인수인계 관련 특성은 어떤지요? : 방법, 담당환자, 

인계준비시간, 인계시간, 지침여부, 정확성

8 환자 안전을 위해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인수인계 오류가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어떤지요?

5분 마무리질문 10
지금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는데,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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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별코드 부서 성별 학력 총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A MICU 여 학사 2년2월 1년4월

B MICU 여 학사 1년3월 1년3월

C MICU 여 학사 2년7월 1년6월

D SICU 여 학사 1년3월 1년3월

E SICU 여 학사 2년4월 2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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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EMR에서 추출된 간호진단 : 11위~ 45위

Ranking Nursing diagnosis
Numbers of 

use

Top 10 

percent

-age(%)

11 Impaired Oral Mucous Membrane 59,990

12 Decreased Cardiac Output 57,658

13 Bathing/Hygiene Self-Care Deficit 48,701

14 Risk for Imbalance Fluid Volume 43,552

15 Disturbed Sleep Pattern 32,237

16 Acute Confusion 27,910

17 Impaired Physical Mobility 26,919

18 Hyperthemia 17,906

19 Risk for Infection 16,967

20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12,089

21 Risk for Falls 8,053

22 Risk for unstable blood glucose level 5,800

23 Risk for bleeding 5,164

24 Toileting Selr-Care Deficit 4,713

25 Feeding self-care deficit 4,635

26 Hypothermia 702

27 Nausea 126

28 Activity Intolerance 102

29 Impaired Gas Exchange 93

31 Chronic Pain 49

32 Risk for electrolyte imbalance 43

33 Urinary Retention 41

34 Dressing/Grooming Self-Care Deficit 38

35 Ineffective Coping 36

36 Excess Fluid Volume 30

37 Impaired Swallowing 28

38 Risk for Suicide 27

39 Diarrhea 13

40 Impaired Urinary Elimination 8

41 Death Anxiety 7

42 Deficient Fluid Volume 6

43 Constipation 5

44 Risk for Aspiration 4

45 Constip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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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수행

Ranking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

Content
Number 

of use

1
Nursing 

Diagnosis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570,697

Nursing 

Intervention

Mechanical Ventilation 291,965

Respiratory Monitoring 142,936

Airway Management 95,166

Oxygen Therapy 37,862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 488

Anxiety Reduction 4

2
Nursing 

Diagnosis
Risk for Injury 454,971

Nursing 

Intervention

Physical Restraint 284,251

Fall Prevention 169,416

Seizure Management 1,199

Seizure Precautions 7

Seclusion 2

3
Nursing 

Diagnosis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217,583

Nursing 

Intervention

Skin Surveillance 121,853

Pressure Management 92,127

Pressure Ulcer Prevention 3,435

4
Nursing 

Diagnosis
Acute Pain 207,299

Nursing 

Intervention

Pain Management 152,722

Analgesic Administration 39,808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 14,556

Surveillance 177

Heat/Cold Application 25

Anxiety Reduction 8

5
Nursing 

Diagnosis
Risk for acute confusion 189,032

Nursing 

Intervention

Neurologic Monitoring 188,153

Surveillance 446

Medication Administration 423

Sleep Enhancement 6

Reality Orient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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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수행(계속)

Ranking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

Content
Number 

of use

6
Nursing 

Diagnosis
Deficient Knowledge 144,046

Nursing 

Intervention

Teaching : Disease Process 115,335

Teaching : Procedure/Treatment 4,126

Teaching : Prescribed Medication 1,637

Teaching : Individual 1,045

Teaching : Preoperative 850

Teaching : Prescribed Diet 83

Teaching : Infant Safety 1

7
Nursing 

Diagnosis
Impaired Skin Integrity 125,303

Nursing 

Intervention

Skin Surveillance 76,202

Pressure Ulcer Care 41,837

Wound Care 7,203

Wound Irrigation 10

Suturing 3

8
Nursing 

Diagnosis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79,478

Nursing 

Intervention

Nutrition Therapy 72,842

Diet Staging 3,084

Nutrition Management 2,974

Nutritional Monitoring 309

Swallowing Therapy 29

Eating disorders Management 9

9
Nursing 

Diagnosis
Anxiety 77,093

Nursing 

Intervention
Anxiety Reduction 68,456

10
Nursing 

Diagnosis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71,796

Nursing 

Intervention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 68,506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 3,038

Exercise Theraphy : Joint Mobility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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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목표, 간호결과

순

위
간호과정 내용

1 간호진단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간호활동

Mechanical Ventilation(기계 환기기 적용)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 감시)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Oxygen Therapy(산소 요법)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1. 기준과 비교해서 호흡수가 정상 범위가 된다.

2.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3. 원인이 되는 요소와 그 것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 환자는 저산소증이나 과탄산혈증을 나타내지 않는다.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2. 활력증후

3. 불안 조절

4. 점진적인 근육 이완

5. 교육

6. 불안 감소

7. 알러지 반응

8. 인공호흡기 반응

9.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10.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11. 호흡 양상 : 환기

2 간호진단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간호활동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

Seclusion(격리)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상해를 적게 입거나, 상해를 입지 않는다. 

1. 상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확인한다.  

2.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3. 선택된 예방 조치를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4. 가능하다면, 일상 활동을 증가시킨다.

*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2. 안전한 환경

3. 낙상 발생

4. 낙상 예방 행동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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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목표, 간호결과(계속)

순

위
간호과정 내용

3 간호진단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간호활동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욕창이 없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1. 위험 사정에 참여한다. 

2. 욕창 예방에 참여하겠다고 표현한다. 

3. 예방 조치와 원인을 기술한다. 

*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 환자는 피부 손상의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4 간호진단 Acute Pain(급성 통증)

간호활동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

Surveillance(감시)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1. 회복 활동에 참여가 증가한다.

2.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3.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간호결과

1. 안위 수준

2. 통증 조절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4. 통증 수준

5 간호진단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간호활동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Surveillance(감시)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1. 덜 흥분한다.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3. 덜 공격적이다. 

*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간호결과

1.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2.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3. 급성 혼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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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목표, 간호결과(계속)

순

위
간호과정 내용

6 간호진단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간호활동

Teaching :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Teaching : Procedure/Treatment(교육:절차/치료)

Teaching :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Teaching : Individual(교육: 개인)

Teaching :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Teaching :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Teaching : Infant Safety (교육: 영아 안전)

간호목표 * 환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2. 지식 : 질병 과정

3. 지식 : 낙상 예방

4. 지식 : 질병 간호

5. 지식 : 감염 관리

6. 지식 : 통증 관리

7. 지식 : 처방된 활동

8. 지식 : 치료 과정

9. 지식 : 처방된 식이 

7 간호진단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간호활동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Wound Care(상처 간호)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Suturing(봉합)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1. 욕창의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 

2. 욕창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 

3.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처방된 치료 계획에 참여한다. 

*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간호결과

1. 조직통합성 : 피부와 점막 

2. 알러지 반응 : 국소적

3. 화상 치유

4.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5.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6.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8 간호진단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간호활동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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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상위 10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목표, 간호결과(계속)

순

위
간호과정 내용

간호활동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활동 수준과 대사 요구에 맞는 매일의 영양 

요구량을 소화한다. 

1. 좋은 영양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2. 매일 섭취 중 결핍을 확인한다.

3. 식욕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언급한다.

*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2. 위장관 기능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5. 체중 : 체질량

6. 체중 증가 행위

9 간호진단 Anxiety(불안)

간호활동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간호목표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정신적, 신체적 안위가 증가됨을 언급한다.

1. 본인의 불안과 대처 패턴을 묘사한다.

2. 불안을 감소시키는 2가지 전략을 확인한다.

*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 환자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대응 전략을 규명한다.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2. 대처

3. 충동 자기 조절

4. 불안 자기 조절

5. 집중

10 간호진단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간호활동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

Exercise Theraphy: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

간호목표

환자는 말초 감각이나 움직임의 변화를 보고한다.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2. 사지가 따뜻하다.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호결과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2. 조직 관류 : 말초

3. 감각 기능 : 피부



110

<부록 11>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부서 성별 학력 총 근무경력 경력개발단계

1 내과계중환자실 여 석사 19년3월 4단계, 숙련가

2 소아중환자실 여 석사 14년8월 4단계, 숙련가

3 외과계중환자실 여 석사 23년4월 5단계, 전문가

4 외과계중환자실 여 석사 15년2월 4단계, 숙련가

5 소아중환자실 여 석사 15년2월 4단계, 숙련가

6 소아중환자실 여 석사 9년2월 4단계, 숙련가

7 내과계중환자실 여 석사 10년6개월 4단계, 숙련가

8 내과계중환자실 여 석사 9년9개월 4단계, 숙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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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1. 시작단계

1)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1   

2)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 묻기, 담소 등). 1

2. 예비단계

1)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1   

2)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예: 질문, 피드백 등). 1   

3)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파악하였다. 

1

환자정보 파악 정도를 질문하는 문장 

수정 :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수정 :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Ex)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4)인계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안내하였다.
0.625

정해진 순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필요 없음수정 : 삭제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인계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중간요약과 중간예고를 하였다(예:“지

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75 불필요한 언급임

수정 : 삭제

2)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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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3)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

달하였다.
1

4)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예: “지금까지 환자 A분에 대한 

인계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B분입니다”).
1

5)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1 신규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   

2)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   

5. 종료 단계

1)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1

2)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1   

3)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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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2.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1. 시작단계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1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1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Ex)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1

2. 예비단계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요청하였다.   

1

"어제 이 환자를 담당했어요." 혹은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라고 표

현

수정 : 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였다. Ex)  "

어제 이 환자 담당했어요" 혹은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의 경우). 1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

Ex)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1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1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1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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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2.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1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1  

5. 종료 단계

1)인계자의 인계 행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1

수정 : 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0.875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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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단계 항목 내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1. 병동/병실/병상
0.875 병동, 병실 항목 제외

수정 : 병동

2. 환자명 1   

3. 등록번호 1   

4. 성별, 나이 1   

5. HOD, WOD, POD 1   

6. 진료과 1   

7. 주치의 1   

8. 진단명 1   

9. 시술 및 수술
1

향후 치료방향까지 함께 인

계수정 : 시술 및 수술 : 실행된 것과 예정된 것

환자 

상세정보

1. 알레르기 유무 1   

2. 감염 1   

3. 그 외 정보 
1 세부 항목 표시필요

수정 : 그 외 정보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주호소
1. 주호소 1   

2. 중환자실 입실 사유 1 EMR Review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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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내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사정 

Assessment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1. 활력증상 : 각 항목 목표치
1 세부 항목 표시필요  

수정 : 활력증상 Ex) BP, SpO2, BT, HR Target, ECMO시 LPM등 목표치

2.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 각 항목 목표치 1   

3. 식이 : 각 항목 목표치 1

4.Physicalassessment요약 
0.625 아래 항목과 중복

수정 : 삭제

5. Neurologic assesment 
1 세부 항목 표시필요

수정 : Neurologic assesment Ex) 현재 의식상태, 진정, RASS, Pupil 상태

6. Respiratory assessment 
1 세부 항목 표시필요  

수정 : Respiratory assessment Ex) 산소 요법, 호흡기 mode 등, 변경된 항목

7. Skin/Wound  

1 세부 항목 표시필요  수정 : Skin/Wound Ex) chest tube, pericardial tube, hemovac 등 배액관 양과 

상태 포함 

8. Tissue perfusion
1 의미있는 자료 표시

수정 :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

9.Nutrition
0.625 식이 항목과 중복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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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내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사정 

Assessment

10.각종catheter및배액관
1 메모 항목으로 이동

수정 : EMR Review 6. 환자별 메로 항목으로 이동

섭취량/

배설량

1. 섭취량/배설량 목표 1   

2.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1   

3.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1   

통증 사정

1. 통증평가도구 1   

2. 점수, 부위 등 1   

3. 간호활동, 투약 등 1   

낙상, 욕창

1.낙상점수,평가사유
0.75 메모 항목으로 이동

수정 : EMR Review 6. 환자별 메로 항목으로 이동

2.욕창점수,평가사유
0.75 메모 항목으로 이동

수정 : EMR Review 6. 환자별 메로 항목으로 이동

통합검사조회 1.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1   

기타 

EMR 기록

1. 입원경과기록
1 각종 기록 추가

수정 : 입원기록, 경과기록, 인수인계기록

2. 협진
1 기록 명칭 수정

수정 : 협의진료의뢰서

3. 수술기록 1   



118

<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내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4.중환자실 입실 사유
1 주호소 다음으로 이동

수정 : 사정 항목으로 이동
5. 투약 내역 1   

6. 수시처방 1   

7. 환자별 메모 
1

보호자, 특히 주의사결정자 

포함수정 : 환자별 메모 Ex) 각종 catheter 및 배액관, 주보호자 등

간호진단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1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1   

  1) 환자는 기준과 비교해서 호흡수가 정상 범위가 된다(8~24회/분)
1

중환자마다 호흡수의 목표 

범위가 매우 상이함수정 :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 목표치에 도달한다. 

  2) 환자는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1

  3) 환자는 원인이 되는 요소를 이야기한다. 
0.75 중환자실 환자 불가능

수정 : 삭제

  4) 환자는 Rebreathing technique을 시범보인다. 
0.625 중환자실 환자에게 부적절

수정 : 삭제

2. 환자는 저산소증이나 과탄산혈증을 나타내지 않는다. 
1

중환자마다 목표 범위가 매

우 상이함수정 : 환자상태를 고려한 목표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한다. 

간호중재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기계 환기기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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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2.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계 감시) 1

3.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1

4. Oxygen Therapy(산소 요법) 1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1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1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0.875

호흡수, 호흡부속근 사용, 

ABGA 등 추가수정 :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 환자 상태를 반영한 호흡수, 호흡부속근 사용, ABGA 등

2. 활력증후 Vital Signs 1

3. 불안 조절 Anxiety self-Control 1

4. 인공호흡기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 Adult 1

5.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 Adult 1

6.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1

7. 호흡 양상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1

간호진단 2.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1   

간호목표

1.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상해를 적게 입거나, 상해를 입지않는다. 
0.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1) 환자는 상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확인한다. 
0.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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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목표

  2) 환자는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0.875

  3) 환자는 선택된 예방 조치를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0.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4) 환자는 가능하다면, 일상 활동을 증가시킨다.
0.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2.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1

간호중재

1.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1   

2.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1   

3.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1   

4.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1   

5.Seclusion(정신과적격리)
0.3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Risk Control 0.875

2. 안전한 환경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1   

3. 낙상 발생 Fall Occurrence 1   

4. 낙상 예방 행동 Fall Prevention Behavior 1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Physical Injury seve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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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진단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1

간호목표

1.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욕창이 없는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0.625

수정 : 삭제

  1) 환자는 원인과 예방 방법을 기술한다. 
0.62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2) 환자는 위험 감소에 참여한다. 
0.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3) 환자는 추천된 식이 섭취를 한다.
0.875

목표량에 맞게 처방되어 제

공되는 식이를 섭취하게 됨수정 : 환자는 목표가 되는 영양공급량을 섭취한다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1

3.환자는 피부손상의 위험요인을 규명한다. 0.37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1   

2.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0.875

3.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1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1  

간호진단 4. Acute Pain(급성 통증) 1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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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목표

 1) 환자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정한 통증 점수를 보고한다. 
0.625 중환자에게 부적절함

수정 : 삭제

  2) 환자는 회복 활동에 참여가 증가한다.
0.75

수정 : 삭제

  3) 환자는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0.875

  4) 환자는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1

2.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0.875

간호중재

1.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1   

2.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0.875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0.875

4. Surveillance(감시) 1

5.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1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1  

7. Position(체위) 1  

간호결과

1. 통증 조절 Pain control 0.875   

2. 지식 : 급성 질병 관리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1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1   

4. 불편감 수준 Discomfort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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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5. 통증 수준 Pain Level 1

간호진단 5.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1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1
현재 사용하는 ICDSC, RASS 

점수 사용
수정 :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1) 덜 흥분한다. 0.875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0.875

  3) 덜 공격적이다. 0.875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1

현재 사용하는 ICDSC, RASS 

점수 사용수정 :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간호중재

1.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0.875 평가 도구 제시

수정 :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ICDSC 평가

2. Surveillance(감시)
1   

수정 : Surveillance(감시): ICDSC 외의 신경학적 감시

3.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1   

4.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1   

5.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1   

간호결과 1. 인지 cogn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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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2.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Cognitive Orientation 1

3.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0.875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1   

간호목표 1. 환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1

간호중재

1. Teaching: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1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교육: 절차/치료) 1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1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1   

5. Teaching: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1   

6. Teaching: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1

7.Teaching:InfantSafety(교육:영아안전)
0.62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1   

2. 지식 : 질병 과정 Knowledge : Disease Process 1  

3.지식:낙상예방Knowledge:FallPrevention 0.875

4.지식:감염관리Knowledge:InfectionManagement 1  

5. 지식 : 투약 Knowledge : Medication 1  

6. 지식 : 통증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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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7. 지식 : 처방된 활동 Knowledge : PrescribedActivity 1

8. 지식 : 치료 과정 Knowledge : Treatment Procedure 1

9. 지식 : 처방된 식이 Knowledge : Prescribed Diet 1

간호진단 7.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1

간호목표

1.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환자의 욕창은 다음을 보여준다.
1 1)과 통합하여 기술

수정 : 환자는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1)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

1   
수정 : 1에 통합하여 기술, 삭제
  2) 위험 감소에 참여

0.7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2.개인/가족은 정확하게 다음을 수행한다.

0.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1) 욕창 간호 시범을 보인다.

0.12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2) 향상 그리고/혹은 악화의 증상을 구분한다. 0.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3) 중재의 근거를 설명한다. 

0.37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3.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1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1   

2.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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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중재

3. Wound Care(상처 간호) 1

4.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1   

5.Suturing(봉합)
0.75 간호중재 아님

수정 : 삭제

간호결과

1. 알러지 반응 : 국소적 Allergic Response : Localized 1   

2.화상치유BurnHealing
1 화상 환자 입실 없음

수정 : 삭제
3.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1   

4.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1   

5.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1   

간호진단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1

간호목표

1.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정기적인 스케쥴에 맞추어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0.625

중환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

는 항목수정 : 삭제

  1) 알고 있다면, 원인 요소를 묘사한다. 
0.625

중환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

는 항목수정 : 삭제

 2) 좋은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0.625

중환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

는 항목수정 : 삭제

2.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1

간호중재

1.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1   

2.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1   

3.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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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중재

4.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1

5.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1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0.875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Nutrition Status 1   

2. 위장관 기능  Gastrointestinal Function 1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0.875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Nutrition Status : Nutrient Intake 0.875

5. 체중 : 체질량 Weight : Body Mass 1   

6.체중증가 행위 Weight Gain Behavior
0.625

중환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

는 항목수정 : 삭제

간호진단 9. Anxiety(불안) 1   

간호목표

1.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정신적, 신체적 안위가 증가됨을 언급한다.
0.7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1) 본인의 불안과 대처 패턴을 묘사한다.

0.7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2) 불안을 감소시키는 2가지 전략을 확인한다.

0.62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2.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1   

3.환자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대응전략을 규명한다. 
0.75 중환자에 부적절

수정 : 삭제
간호중재 1.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1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Anxiety level 1   



128

<부록 14>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계속)

단계 항목 CVI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결과

2. 대처 Coping 0.875

3. 불안 자기 조절 Anxiety self-Control 0.875

4. 집중 Concentraion 0.875

간호진단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1

간호목표

1. 환자는 말초 감각이나 움직임의 변화를 보고한다.
1  

수정 :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나타낸다.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0.875

  2) 사지가 따뜻하다. 1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0.875

2.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1  

간호중재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1 IPC 제공 추가

수정 :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IPC 제공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1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1   

간호결과

(문헌추출)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Neurologic Status : Peripheral 1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1   

3. 감각 기능 Sensory Function 1   

기타 To-Do-List 1. 1
To-Do-List를 각  단계마다 

인계할 수 있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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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사용자 이해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부서 성별 학력 총 근무경력 경력개발단계

1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년3월 3단계, 적임자

2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년 3단계, 적임자

3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1년6월 2단계, 상급초급자

4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년2월 3단계, 적임자

5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3년 3단계, 적임자

6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년2월 3단계, 적임자

7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년5월 3단계, 적임자

8 외과계중환자실 남 석사 3년10월 2단계, 상급초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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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1. 시작단계

1)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 Ex)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5.00 ± 0.00   

2)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Ex) 안부 묻기, 담소 등. 4.63 ± 0.52

2. 예비단계

1)인수인계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4.63 ± 0.52   

2)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Ex) 질문, 피드백 등.

3.75 ± 1.39

예시 추가  Ex) "인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

로 말씀해주세요"

수정 : 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예: 질문, 피드백 등). Ex) "인계가 빠

르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3)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Ex)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4.75 ± 0.46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다. 4.63 ± 0.52   

2)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다.
4.50 ± 0.76   

3)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예: “지금까지 환자 A분에 

대한 인계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B분입니다”).
4.88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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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4)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4.50 ± 0.76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50 ± 0.76   

2)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50 ± 0.76   

5. 종료 단계

1)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4.50 ± 0.53

2)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4.38 ± 0.52   

3)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4.75 ±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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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

2.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1. 시작단계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5.00 ± 0.00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4.63 ± 0.74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EX)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4.50 ± 0.53

2. 예비단계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였다. 

Ex)  "어제 이 환자 담당했어요" 혹은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 
4.88 ± 0.35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의 경우). 4.38 ± 0.74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

Ex)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4.50 ± 0.53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4.75 ± 0.46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4.63 ± 0.52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4.50 ± 0.53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4.63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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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2.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4.50 ± 0.76

5. 종료 단계

1)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4.75 ± 0.46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4.75 ± 0.46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4.88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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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

단계 항목 내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1. 병상 5.00 ± 0.00

2. 환자명 5.00 ± 0.00

3. 등록번호 4.88 ± 0.35

4. 성별, 나이 5.00 ± 0.00

5. HOD, WOD, POD 4.88 ± 0.35

6. 진료과 5.00 ± 0.00

7. 주치의 4.88 ± 0.35

8. 진단명 4.63 ± 0.74

9.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과 예정된 것 4.88 ± 0.35

환자 

상세정보

1. 알레르기 유무 4.75 ± 0.46

2. 감염 4.38 ± 0.74

3. 그 외 정보 :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3.63 ± 0.74

기타 To-Do-List 1. 4.88 ± 0.35

사정 

Assessment

주호소
1. 주호소 5.00 ± 0.00

2. 중환자실 입실 사유 5.00 ± 0.00

임상관찰

기록 및 

1. 활력증상 : Ex) BP, SpO2, BT, HR Target, ECMO시 LPM등 목표치 4.88 ± 0.35

2.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 각 항목 목표치 4.88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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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내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Assessment

3. 식이 : 각 항목 목표치

4.63 ± 0.52

영양집중지원팀 협의진료

에 대한 답변내용(fomula, 

Goal 및 기타 권고사항)

수정 : 식이 : 각 항목 목표치  Ex) 오늘 총 kcal/ml, 영양집중지원팀 

협의진료 내용

4. Neurologic assesment Ex) 현재 의식상태, 진정, RASS, Pupil 상태 4.75 ± 0.46

5. Respiratory assessment : Ex) 산소 요법, 호흡기 mode 등, 변경된 

항목
4.75 ± 0.46

6. Skin/Wound   Ex) chest tube, pericardial tube, hemovac 등 

배액관 양과 상태 포함 
4.63 ± 0.74

7.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계 4.63 ± 0.52

섭취량/

배설량

1. 섭취량/배설량 목표 4.75 ± 0.46

2.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4.75 ± 0.46

3.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4.75 ± 0.71

통증 사정

1. 통증평가도구 4.63 ± 0.52

2. 점수, 부위 등 4.75 ± 0.46

3. 간호활동, 투약 등 4.63 ± 0.52

통합검사조회
1.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4.63 ± 0.52
수정 :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기타 

EMR 기록

1. 입원기록, 경과기록, 인수인계기록 4.63 ± 0.74

2. 협의 진료의뢰서 4.50 ± 0.76

3. 수술기록 4.25 ±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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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내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기타 

EMR 기록

4. 투약 내역 4.75 ± 0.46

5. 수시처방 4.50 ± 0.76

6. 환자별 메모 Ex) 각종 catheter 및 배액관, 주보호자 등 4.88 ± 0.35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4.88 ± 0.35

  1)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의 목표치에 도달한다. 
4.25 ± 1.04

목표치가 없는 경우 '성인

의 기본 호흡수‘ 추가수정 :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 혹은 정상 호흡수 목표치에 도달한다. 

2) 환자는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4.63 ± 0.52

2. 환자상태를 고려한 목표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한다. 4.75 ± 0.46 　

간호중재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기계 환기기 적용) 4.88 ± 0.35

2.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계 감시) 4.75 ± 0.46

3.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4.75 ± 0.46

4. Oxygen Therapy(산소 요법) 4.75 ± 0.46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4.75 ± 0.46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4.50 ± 0.53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Ex) 환자 상태를 반영한 호흡수, 호흡부속근 하용, ABGA 등
4.63 ± 0.52

2. 활력증후 Vital Signs 4.63 ± 0.52

3. 불안 조절 Anxiety self-Control 4.50 ± 0.53

4. 인공호흡기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 Adult 4.63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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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결과

5.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 Adult 4.63 ± 0.52

6.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4.50 ± 0.53

7. 호흡 양상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4.63 ± 0.52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2.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4.38 ± 0.74

2.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4.63 ± 0.52

간호중재

1.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4.88 ± 0.35

2.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4.75 ± 0.46

3.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4.25 ± 0.89

4.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4.13 ± 0.99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Risk Control 4.75 ± 0.46

2. 안전한 환경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4.75 ± 0.46

3. 낙상 발생 Fall Occurrence 4.63 ± 0.52

4. 낙상 예방 행동 Fall Prevention Behavior 4.75 ± 0.46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Physical Injury severity 4.63 ± 0.52

기타 To-Do-List 1. 4.38 ± 0.00

간호진단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4.88 ± 0.35

간호목표　
1. 환자는 목표가 되는 영양공급량을 섭취한다 4.63 ± 0.74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4.88 ± 0.35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4.75 ± 0.46

2.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4.63 ±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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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3.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4.75 ± 0.46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4.63 ± 0.74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4. Acute Pain(급성 통증)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4.88 ± 0.35

  1) 환자는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4.75 ± 0.46

  2) 환자는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4.50 ± 0.53

2.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4.63 ± 0.52

간호중재

1.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4.75 ± 0.46

2.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4.75 ± 0.46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4.75 ± 0.46

4. Surveillance(감시) 4.50 ± 0.76

5.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4.50 ± 0.53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4.50 ± 0.53

7. Position(체위) 4.50 ± 0.53

간호결과

1. 통증 조절 Pain control 4.63 ± 0.52

2. 지식 : 급성 질병 관리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4.13 ± 0.83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4.63 ± 0.52

4. 불편감 수준 Discomfort Level 4.50 ± 0.53

5. 통증 수준 Pain Level 4.50 ± 0.53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5.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5.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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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5.00 ± 0.00

 1) 덜 흥분한다. 4.50 ± 0.76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4.50 ± 0.76 　

 3) 덜 공격적이다. 4.50 ± 0.76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4.88 ± 0.35

간호중재

1.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 ICDSC 평가 4.75 ± 0.46

2. Surveillance(감시) : ICDSC 외의 신경학적 감시 4.38 ± 0.74

3.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4.63 ± 0.52

4.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4.63 ± 0.52

5.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4.63 ± 0.52

간호결과

1. 인지 cognition 4.75 ± 0.46

2.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Cognitive Orientation 4.63 ± 0.52

3.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3.88 ± 0.99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4.25 ± 0.89 보호자 추가수정 :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

다. 

간호중재 1. Teaching: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4.50 ±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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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중재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교육: 절차/치료) 4.38 ± 0.74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4.25 ± 0.89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4.13 ± 0.83

5. Teaching: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4.38 ± 0.52

6. Teaching: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4.38 ± 0.74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4.63 ± 0.52

2. 지식 : 질병 과정 Knowledge : Disease Process 4.63 ± 0.52

3. 지식 : 낙상 예방 Knowledge : Fall Prevention 4.50 ± 0.53

4. 지식 : 감염 관리 Knowledge : Infection Management 4.50 ± 0.53

5. 지식 : 투약 Knowledge : Medication 4.50 ± 0.53

6. 지식 : 통증 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4.50 ± 0.53

7. 지식 : 처방된 활동 Knowledge : Prescribed Activity 4.50 ± 0.53

8. 지식 : 치료 과정 Knowledge : Treatment Procedure 4.50 ± 0.53

9. 지식 : 처방된 식이 Knowledge : Prescribed Diet 4.50 ± 0.53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7.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4.75 ± 0.46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4.75 ± 0.46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4.75 ± 0.46

2.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4.75 ± 0.46

3. Wound Care(상처 간호) 4.63 ± 0.74

4.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4.63 ±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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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결과

1. 알러지 반응 : 국소적 Allergic Response : Localized 4.25 ± 0.89

2.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4.50 ± 0.76

3.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4.00 ± 1.07

4.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4.00 ± 1.07

기타 To-Do-List 1. 5.00 ± 0.00

간호진단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4.75 ± 0.46 BMI 유지 추가
수정 :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Ex) BMI 유지

간호중재

1.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4.75 ± 0.46

2.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4.75 ± 0.46

3.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4.63 ± 0.74

4.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4.75 ± 0.46

5.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4.13 ± 0.99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4.25 ± 0.89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Nutrition Status 4.75 ± 0.46

2. 위장관 기능  Gastrointestinal Function 4.75 ± 0.46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4.13 ± 0.99
생화학적  측정에 대한 예

시 필요
수정 :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Ex) 

Albumin, vitamins, Serum Ferritin 등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Nutrition Status : Nutrient Intake 4.38 ± 0.74

5. 체중 : 체질량 Weight : Body Mass 4.50 ± 0.76

기타 To-Do-List 1. 5.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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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사용자 내용이해도(계속)

단계 항목 평균 ± 표준편차 사유와 수정요망 의견

간호진단 9. Anxiety(불안)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4.88 ± 0.35

간호중재 1.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4.75 ± 0.46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Anxiety level 4.63 ± 0.74

2. 대처 Coping 4.50 ± 0.76

3. 불안 자기 조절 Anxiety self-Control 4.25 ± 0.89

4. 집중 Concentraion 4.25 ± 0.89

기타 To-Do-List 1. 4.88 ± 0.35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5.00 ± 0.00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나타낸다. 4.88 ± 0.35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4.75 ± 0.46

  2) 사지가 따뜻하다. 4.75 ± 0.46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4.63 ± 0.74

2.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4.75 ± 0.46

간호중재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 IPC 제공 4.88 ± 0.35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4.63 ± 0.52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4.38 ± 0.74

간호결과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Neurologic Status : Peripheral 4.75 ± 0.46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4.63 ± 0.52

3. 감각 기능 Sensory Function 4.63 ± 0.52

기타 To-Do-List 1. 4.88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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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1 :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Guide: 본 프로토콜은 인수인계시 간호진단을 활용하여 환자 정보 전달을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본인이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오셨죠? 본 

예비교육에서는 가지고 오신 도구에 평소 인수인계를 할 때 처럼 기재하시면서 진행가능하며, 제공해드린 자료의 대화 프로토콜과 간호진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상의 환자로 진행되는 본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은 시나리오 상 오늘이 2015년 5월 11일입니다. 

기준일자와 무관하게 Case의 내용은 가장 최신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인계자: 표준화 인수인계자/ 인수자: 연구참여자)

번

호
1. 시작단계 시나리오

1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인사) 안녕하세요.

2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3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안부묻기 / 담소

2. 예비단계

4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였다. Ex)  "처음 담당하는 환

자입니다."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

5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의 경우).

(부담없이 편하게 인계하시면 

됩니다.) 신규간호사의 경우 

미해당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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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1 :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계속)

번

호
시나리오

6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예: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네, 알겠습니다. (상황마다 

적절한 반응 시행 - To do 

list에 대한 이해 표현)

7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Day에 환자 입실시키느라 

힘드셨겠어요.

8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Norpin 용량 (Single dose: 

32mg->40mg)

Assessment기록오류(Mentality

를 Drowsy로 기록)

Feroba-You(D/C 필요함인지)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9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10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11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5. 종료 단계 　

12 1)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인수인계 하여 주세요.

13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오늘 편안한 오후 되십시요. 

14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얼른 퇴근하십시오.



145

<부록 20>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2 :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2.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인계자: 연구참여자/ 인수자: 표준화 인수인계자)

번

호
1. 시작단계 시나리오

1 1)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인사) 안녕하세요.

2 2)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묻기, 담소 등). 안부묻기 / 담소

2. 예비단계 　

3 1)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인수인계 시작하겠습니다.

4
2)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Ex) "인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

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인계가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

씀해주세요

5
3)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Ex)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6 1)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다.
인수인계 내용에 포함

7 2)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다.

8 3)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
미해당 - 환자1명만 인수인

계 하는 상황으로 미시행

9 4)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미해당 - 환자1명만 인수인

계 하는 상황으로 미시행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0 1)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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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2 :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계속)

번

호
시나리오

11 2)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5. 종료 단계 　

12 1)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인수인계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2)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편안한 근무시간 시간되시기

를 바랍니다.

14 3)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문OO님, 인수인계 종료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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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단계 항목 내용 시나리오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1. 병상 ICUB/B14

2. 환자명 문00

3. 등록번호 500000

4. 성별, 나이 F/76

5. HOD, WOD, POD HOD #6, IOD #1, POD #4

6. 진료과 정형외과 -> 신장내과 전과

7. 주치의 000 교수 

8. 진단명
Lt. 퇴행성 골관절염, ESRD, Pulmonary 

thromboembolism

9.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과 예정된 것
TKR, Chest CT, CAPD, Echo, 필요시 Intubation 시행 

예정

환자 

상세정보

1. 알레르기 유무 특이 사항 없음

2. 감염 특이 사항 없음

3. 그 외 정보 :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특이 사항 없음

기타 To-Do-List 1.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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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내용 시나리오

사정 

Assess

-ment

주호소 1. 주호소

상환 ESRD로 PD 시행하는 분으로 TKA 시행 4 일째 되는 

환자임. 5/9 desaturation 있으며 mentality change있

었고, 시행한 CT pul.embolism 영상 상 embolism 소견보

여 heparin 사용 중이며, shockd/septic 소견있어 IV 

Norpin apply 중으로 ICU 입실 후, 금일 신장내과로 전

과되었음. PTE에 대해서 echo 진행 예정임.

2. 중환자실 입실 사유

호흡기계 문제로 입실함(Desaturation)

현재 Intubation 진행하였으며, BP Down으로 CRRT 

apply한 상태임.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1. 활력증상Ex) BP, SpO2, BT, HR Target, ECMO시 LPM등 목표치

BP:  SBP target 120-130 이상, Norpin SBP > 130 이면 

2hr 당 1씩 내려주세요.

SpO2 > 95%, BT<37.8'C

2.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 각 항목 목표치
Heparin : a PTT 60~80 sec (4-10-4-10)

Norpin, Insulin Protocol 적용 중

3. 식이 Ex) 오늘 총 kcal/ml, 영양집중지원팀 협의진료 내용 NPO E/M, TPN 사용 중

4. Neurologic assesment Ex) 현재 의식상태, 진정, RASS, Pupil 

상태
RASS -4, Pupil reflex 2/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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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내용 시나리오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5. respiratory assessment Ex) 산소 요법, 호흡기 mode 등, 변

경된 항목 

Intuation 시행 -> VC-ACMV FiO2 0.6 (간호진단: 비효

율적 호흡양상)

6. Skin/Wound Ex) chest tube, pericardial tube, hemovac 등 

배액관 양과 상태 포함 

Pressure injury 있음 - 자세변경 중

Lt.Knee  EB 적용중/Oozing없음 

7.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계 사지 color change 없음

섭취량/

배설량

1. 섭취량/배설량 목표 0~+500 (CRRT 적용 중 Pt.removal 150 ml/hr)

2.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TPN 40 ml/hr, NS 1L 40 ml/hr

3.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PD

통증 사정

1. 통증평가도구 FLACC -> 숫자로 표현하지 못함(간호진단: 급성통증)

2. 점수, 부위 등 0

3. 간호활동, 투약 등 투약내역 인계 시행

통합검사 

조회
1.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통합검사 결과보며 인수인계, a PTT 57 sec -> Heparin 

조절

기타 

EMR 기록

1. 입원기록, 경과기록, 인수인계기록 주호소 및 중환자실 입실 기록에 포함 

2. 협의 진료의뢰서 정형외과 - OP 후 f/u

3. 수술기록 미해당 - POD #4

4. 투약 내역 투약내역 인계 시행

5. 수시처방 수시처방 확인

6. 환자별 메모 Ex) 각종 catheter 및 배액관, 주보호자 등
환자별 메모 인계 시행 (간호진단: 상해의 위험, 지식부

족, 피부통합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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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내용 시나리오

기타 To-Do-List 1.

Intubation 후 sedation 중으로 환자 혈압 감시 필요함

Pt.removal 조정 -> 혈압 및 섭취량/배설량 보면서 조정

필요함

Nebulizerkit처방

사용 약물 처방 및 실시, 차용 약물 갚기

시술동의서 서명 

간호진단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임상관찰 인계시 추가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1)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 혹은 정상 호흡수목표치에 도달한다. RR < 30(Ventilator Fighting (-))

  2) 환자는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미해당

2. 환자상태를 고려한 목표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한다. SpO2 95% 이상

간호중재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기계 환기기 적용)
필요시 Ventilator setting 조절 (간호진단: 비효율적 

호흡양상)

2.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계 감시) RR, SpO2 Monitoring

3.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Endotracheal suction 시행 중 

4. Oxygen Therapy(산소 요법) 미해당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미해당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Ex) 환자 상태를 반영한 호흡수, 호흡부속근 하용, ABGA 등

SpO2 95% 이상, Tachypnea 없음(Ventilator Fighting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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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간호결과

2. 활력증후 Vital Signs 비교적 안정상태

3. 불안 조절 Anxiety self-Control 미해당 

4. 인공호흡기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 Adult 미해당 

5.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 Adult 미해당 

6.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Sputum 중량/Yellowish/Thick

7. 호흡 양상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Ventilator Fighting (-)

기타 To-Do-List 1. Desaturation 및 Ventilator fighting 시 Notify

간호진단 2.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환자별 메모 인계 시행

간호목표
1. 환자는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미해당 

2.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낙상발생 없음

간호중재

1.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미해당 

2.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해당 - Side rail 적용

3.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미해당 

4.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미해당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Risk Control 낙상발생 없음

2. 안전한 환경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낙상발생 없음

3. 낙상 발생 Fall Occurrence 낙상발생 없음

4. 낙상 예방 행동 Fall Prevention Behavior 미해당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Physical Injury severity 미해당 

기타 To-Do-List 1. 필요시 신체보호대 적용 고려

간호진단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피부통합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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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간호목표
1. 환자는 목표가 되는 영양공급량을 섭취한다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2.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3.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기타 To-Do-List 1. 미해당 -> 욕창있는 환자

간호진단 4. Acute Pain(급성 통증) 통증사정 인계 시행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1) 환자는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FLACC 0

  2) 환자는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미해당 

2.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미해당 

간호중재

1.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진통제 사용(Ultian infusion 중)

2.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미해당 

4. Surveillance(감시) 통증 감시 

5.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미해당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7. Position(체위) 미해당 

간호결과 1. 통증 조절 Pain control FLACC 0

2. 지식 : 급성 질병 관리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미해당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미해당 



153

<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4. 불편감 수준 Discomfort Level 미해당 

5. 통증 수준 Pain Level FLACC 0

기타 To-Do-List 1.
필요 시 notify 후 Fentanyl side shooting or Ultian 

infusion rate 조절

간호진단 5.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환자별 메모 인계 - 미해당(Sedation 중)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미해당 

 1) 덜 흥분한다. 미해당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미해당 

 3) 덜 공격적이다. 미해당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미해당 

간호중재

1.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 ICDSC 평가 미해당 

2. Surveillance(감시) : ICDSC 외의 신경학적 감시 미해당 

3.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미해당 

4.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미해당 

5.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미해당 

간호결과

1. 인지 cognition 미해당 

2.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Cognitive Orientation 미해당 

3.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미해당 

기타 To-Do-List 1.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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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환자별 메모 인계 시행

간호목표
1.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

다. 
보호자 교육으로 지식 유지

간호중재

1. Teaching: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중환자실 입실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교육: 절차/치료) 심초음파, 비급여 물품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TPN(Combi, Furtman) Mucomyst 등 첫 투약 약물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자가간호 제공 등

5. Teaching: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미해당 

6. Teaching: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TPN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보호자 만족 (교육요구도 충족)

2. 지식 : 질병 과정 Knowledge : Disease Process 중환자실 입실 이해

3. 지식 : 낙상 예방 Knowledge : Fall Prevention 상해의 위험

4. 지식 : 감염 관리 Knowledge : Infection Management 면회 제한 이해(중환자실 입실관련)

5. 지식 : 투약 Knowledge : Medication 약물 사용 이해

6. 지식 : 통증 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급성통증

7. 지식 : 처방된 활동 Knowledge : Prescribed Activity 검사진행여부 이해

8. 지식 : 치료 과정 Knowledge : Treatment Procedure 중환자실 치료 진행 이해

9. 지식 : 처방된 식이 Knowledge : Prescribed Diet 금식 이해

기타 To-Do-List 1. 미해당 

간호진단 7.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환자별 메모 인계 시행

간호목표
1. 환자는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욕창 호전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욕창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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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Coccyx stage1 3*2

2.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Dressing 제공, 자세 변경

3. Wound Care(상처 간호) Dressing 제공

4.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미해당 

간호결과

1. 알러지 반응 : 국소적 Allergic Response : Localized 미해당 

2.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Dressing 유지

3.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미해당 

4.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미해당 

기타 To-Do-List 1.
WOCN 협진, 보호자 설명, Dressing open 하여 상처 Duty 

별 확인

간호진단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섭취량/배설량 인계 시행

간호목표 1.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Ex) BMI 유지 영양팀 협진 결과 후 Goal 설정

간호중재

1.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TPN 제공

2.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미해당 - 금식

3.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미해당 - 금식

4.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미해당 - 금식

5.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미해당 - 금식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미해당 - 금식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Nutrition Status TPN 주입

2. 위장관 기능  Gastrointestinal Function 미해당 - 금식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Ex) 

Albumin, vitamins, Serum Ferritin 등
통합검사결과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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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Nutrition Status : Nutrient Intake 미해당 - 금식

5. 체중 : 체질량 Weight : Body Mass 임상관찰에서 인계(Today 체중 57 kg)

기타 To-Do-List 1. 미해당 

간호진단 9. Anxiety(불안)_EMR 추출 상위 10개 환자별 메모 인수인계?(ICDSC와 함께)

간호목표 1.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미해당 

간호중재 1.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Anxiety level 미해당 

2. 대처 Coping 미해당 

3. 불안 자기 조절 Anxiety self-Control 미해당 

4. 집중 Concentraion 미해당 

기타 To-Do-List 1.

Sedation 전 불안을 경험한 환자로, 불안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며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환자 경

험이 중요하므로 추후 Sedation 중단 시 관리가 필요합

니다.

간호진단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환자별 메모 인수인계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나타낸다.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맥막 촉지 가능

  2) 사지가 따뜻하다. 피부 따뜻함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모세혈관 충만 시간 확인

2.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DVT 관련 증상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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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간호과정에 기반한 인수인계 시나리오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계속)

단계 항목 시나리오

간호중재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 IPC 제

공
IPC 제공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Pulsation check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미해당 - 재활 협진 없음

간호결과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Neurologic Status : Peripheral 특이사항 없음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온도 따뜻함, Pulse 있음

3. 감각 기능 Sensory Function 감각 있음

기타 To-Do-List 1.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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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신규 간호사 대상 예비 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부서 성별 학력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경력

1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3월 3월

2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3 내과계중환자실 남 학사 9월 9월

4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3월 3월

5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6 내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7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월 4월

8 내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4월 4월

9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10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5월 5월

11 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12 내외과계중환자실 여 학사 6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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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

N = 12

1.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인계자: 표준화 인수인계자/ 인수자: 연구참여자)

번호 1. 시작단계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1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12 100.0

2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11 91.7

3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Ex)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12 100.0

2. 예비단계

4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였다. 

Ex)  "어제 이 환자 담당했어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 
12 100.0

5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의 경우). 0 0.0 미해당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6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

Ex)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12 100.0 　

7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2 16.7

8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3 25.0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9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12 100.0 　

10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11 91.7 　

11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6 50.0

5. 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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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번호 단계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12 1)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9 75.0

13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5 41.7

14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4 33.3

6. 총합 111건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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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

N = 12

2.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인계자: 연구참여자/ 인수자: 표준화 인수인계자)

번호 1. 시작단계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1 1) 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12 100.0

2 2) 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묻기, 담소 등). 12 100.0

2. 예비단계

3 1) 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12 100.0

4
2) 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Ex) "인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6 50.0

5
3)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Ex)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8 66.7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6 1) 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다. 12 100.0

7
2) 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

다.
5 41.7

8 3) 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 0 0.0 미해당

9 4) 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0 0.0 미해당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0 1)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2 100.0

11 2)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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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번호 1. 시작단계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5. 종료 단계

12 1) 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7 58.3

13 2) 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5 41.7

14 3) 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8 66.7

6. 총합 111건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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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

N = 12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1. 병상 12 100.0

2. 환자명 12 100.0

3. 등록번호 12 100.0

4. 성별, 나이 12 100.0

5. HOD, WOD, POD 12 100.0

6. 진료과 12 100.0

7. 주치의 12 100.0

8. 진단명 12 100.0

9.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과 예정된 것 12 100.0

환자 

상세정보

1. 알레르기 유무 12 100.0

2. 감염 12 100.0

3. 그 외 정보 :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12 100.0

기타 To-Do-List 1. 미해당

사정 

Assess

-ment

주호소
1. 주호소 12 100.0

2. 중환자실 입실 사유 12 100.0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1. 활력증상 : Ex) BP, SpO2, BT, HR Target, ECMO시 LPM등 목표치 12 100.0

2.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 각 항목 목표치 12 100.0

3. 식이 Ex) 오늘 총 kcal/ml, 영양집중지원팀 협의진료 내용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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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명)

비율

(%)
비고

4. Neurologic assesment Ex) 현재 의식상태, 진정, RASS, Pupil 상태 12 100.0

5. respiratory assessment Ex) 산소 요법, 호흡기 mode 등, 변경된 항목 12 100.0

6. Skin/Wound Ex) chest tube, pericardial tube, hemovac 등 배액관 양과 상태 포함 12 100.0

7.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계 2 16.7 

섭취량/

배설량

1. 섭취량/배설량 목표 12 100.0

2.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12 100.0

3.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12 100.0

통증 사정

1. 통증평가도구 12 100.0

2. 점수, 부위 등 12 100.0

3. 간호활동, 투약 등 12 100.0

통합검사조회 1.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12 100.0

기타 

EMR 기록

1. 입원기록, 경과기록, 인수인계기록 12 100.0

2. 협의 진료의뢰서 11 91.7 

3. 수술기록 미해당

4. 투약 내역 12 100.0

5. 수시처방 10 83.3 

6. 환자별 메모 Ex) 각종 catheter 및 배액관, 주보호자 등 12 100.0

기타 To-Do-List
1. 사용약물 처방 및 실시, 2.차용약물갚기, 3.동의서작성, 4.활력징후감시

5.섭취량/배설량 Target에 따른 CRRT Pt.removal 조절
12 100.0

부분합 　 395(건)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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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진단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미해당

  1)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 혹은 정상 호흡수목표치에 도달한다. 9 75.0 

  2) 환자는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미해당

2. 환자상태를 고려한 목표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한다. 12 100.0

간호중재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기계 환기기 적용) 11 91.7 

2.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계 감시) 12 100.0 

3.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5 41.7 

4. Oxygen Therapy(산소 요법) 미해당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미해당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Ex) 환자 상태를 반영한 호흡수, 호흡부속근 하용, ABGA 등 12 100.0

2. 활력증후 Vital Signs 7 58.3 

3. 불안 조절 Anxiety self-Control 미해당

4. 인공호흡기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 Adult 미해당

5.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 Adult 미해당

6.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4 33.3 

7. 호흡 양상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11 91.7 

기타 To-Do-List 1. Destauration 및 Ventilator fighting 시 Notify 10 83.3 

부분합 　 93(건)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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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진단 2.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미해당

2.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9 75.0 

간호중재

1.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미해당

2.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7 58.3 

3.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미해당

4.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미해당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Risk Control 8 66.7 

2. 안전한 환경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7 58.3 

3. 낙상 발생 Fall Occurrence 6 50.0 

4. 낙상 예방 행동 Fall Prevention Behavior 미해당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Physical Injury severity 미해당

기타 To-Do-List 1. 필요 시 신체보호대 적용 고려 10 83.3 

부분합 47(건) 65.3 

간호진단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목표가 되는 영양공급량을 섭취한다 미해당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미해당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미해당

2.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미해당

3.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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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미해당

기타 To-Do-List 1 미해당

부분합

간호진단 4. Acute Pain(급성 통증)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1) 환자는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12 100.0

  2) 환자는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미해당

2.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미해당

간호중재

1.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12 100.0

2.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11 91.7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미해당

4. Surveillance(감시) 12 100.0

5.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미해당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7. Position(체위) 미해당

간호결과

1. 통증 조절 Pain control 12 100.0

2. 지식 : 급성 질병 관리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미해당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미해당

4. 불편감 수준 Discomfort Level 미해당

5. 통증 수준 Pain Level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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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기타 To-Do-List 1. 필요 시 Notify 후, Fentanyl side shooting or Ultian infusion rate 조절 11 91.7 

부분합 82(건) 97.6 

간호진단 5.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미해당

  1) 덜 흥분한다. 미해당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미해당

  3) 덜 공격적이다. 미해당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미해당

간호중재

1.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 ICDSC 평가 미해당

2. Surveillance(감시) : ICDSC 외의 신경학적 감시 미해당

3.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미해당

4.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미해당

5.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미해당

간호결과

1. 인지 cognition 미해당

2.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Cognitive Orientation 미해당

3.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미해당

기타 To-Do-List 1 미해당

부분합 미해당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미해당

간호목표 1.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10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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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중재

1. Teaching: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11 91.7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교육: 절차/치료) 12 100.0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9 75.0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1 8.3 

5. Teaching: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미해당

6. Teaching: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11 91.7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6 50.0 

2. 지식 : 질병 과정 Knowledge : Disease Process 4 33.3 

3. 지식 : 낙상 예방 Knowledge : Fall Prevention 8 66.7 

4. 지식 : 감염 관리 Knowledge : Infection Management 5 41.7 

5. 지식 : 투약 Knowledge : Medication 5 41.7 

6. 지식 : 통증 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1 8.3 

7. 지식 : 처방된 활동 Knowledge : Prescribed Activity 6 50.0 

8. 지식 : 치료 과정 Knowledge : Treatment Procedure 6 50.0 

9. 지식 : 처방된 식이 Knowledge : Prescribed Diet 6 50.0 

기타 To-Do-List 1 미해당

부분합 101(건) 56.1 

간호진단 7.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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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목표
1. 환자는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9 75.0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9 75.0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12 100.0

2.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12 100.0

3. Wound Care(상처 간호) 12 100.0

4.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미해당

간호결과

1. 알러지 반응 : 국소적 Allergic Response : Localized 미해당

2.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12 100.0

3.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미해당

4.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미해당

기타 To-Do-List 1. WOCN 협진, 보호자 설명, Dressing open 하여 Duty별 상처 관찰 11 91.7 

부분합 77(건) 91.7 

간호진단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간호목표 1.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Ex) BMI 유지 5 41.7 

간호중재

1.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12 100.0

2.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미해당

3.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미해당

4.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미해당

5.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미해당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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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Nutrition Status 12 100.0

2. 위장관 기능  Gastrointestinal Function 미해당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Ex) Albumin, vitamins, Serum Ferritin 등
12 100.0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Nutrition Status : Nutrient Intake 미해당

5. 체중 : 체질량 Weight : Body Mass 7 58.3 

기타 To-Do-List 　 미해당

부분합 　 48(건) 80.0 

간호진단 9. Anxiety(불안)

간호목표 1.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미해당

간호중재 1.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미해당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Anxiety level 미해당

2. 대처 Coping 미해당

3. 불안 자기 조절 Anxiety self-Control 미해당

4. 집중 Concentraion 미해당

기타 To-Do-List 1. Sedation 전 불안 경험한 환자로, 추후 관리가 필요함 11 91.7 

부분합 11(건) 91.7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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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간호과정 반영한 인수인계 프로토콜 예비교육 행동 평가(계속)

단계 항목 내용

수행한 

간호사

(명)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나타낸다. 미해당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2 16.7 

  2) 사지가 따뜻하다. 1 8.3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1 8.3 

2.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11 91.7 

간호중재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 IPC 제공 12 100.0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3 25.0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미해당

간호결과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Neurologic Status : Peripheral 4 33.3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2 16.7 

3. 감각 기능 Sensory Function 3 25.0 

기타 To-Do-List 1 미해당

부분합 　 39(건) 36.1 

전체 총합 　 893(건)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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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예비교육에 수행된 인수인계에 대한 신규간호사 만족도

N = 12

* 점수가 낮을수록 그 항목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함. 

번호 항목 평균 ± 표준편차

1 나는 내가 경험했던 어려운 임상적 상황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5.92 ± 0.90

2 나에게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6.42 ± 0.51

3 나는 힘들었던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debrief)할 기회가 있었다. 5.83 ± 1.19

4 나는 업무부하(Workload)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5.00 ± 1.95

5 나는 환자 간호와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1.33 ± 0.49

6 나에게 정보가 전달된 방식은 이해하기 쉬웠다. 6.00 ± 0.74

7 나에게 제공된 정보를 명확히 말할 수 있었다. 6.08 ± 0.51

8 환자정보는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었다. 6.42 ± 0.51

9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6.58 ± 0.79

10 나는 인수인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3.58 ± 1.38

11 내가 인계받은 정보는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6.50 ± 0.80

12 나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심리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5.83 ± 0.94

13 나는 간호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6.00 ± 0.95

14 나는 중요한 정보들이 나에게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1.33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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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Teach-back 방법을 이용한 인수인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 

N = 12

번호 항목 평균 ± 표준편차

1 나는 이 교육에 진지하게 임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67 ± 0.49

2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4.50 ± 0.67

3 이 교육은 흥미로웠다 4.83 ± 0.39

4 이 교육이 이해하기 쉬웠다 4.58 ± 0.67

5 학습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 성취되었다 4.42 ± 0.67

6
이 교육을 통하여 실제 인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4.33 ± 0.78

7
이 교육을 통하여 인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4.42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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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T-HAND 프로토콜 1 :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1. 인수자 대화 프로토콜 

번호 1. 시작단계

1 1)인계자와 인사말을 나누었다.

2 2)인계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존중감을 표현하였다.

3
3)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

Ex) 안부 묻기, 담소, 힘들었던 일에 대해 묻기 등.

2. 예비단계

4
1)인계자에게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설명하였다. 

Ex) "처음 담당하는 환자입니다." 

5
2)인계자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인계하라고 격려하였다(인계자가 신규 또는 후임자

의 경우).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6

1)인계자의 중간 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표시를 하였다

Ex) 중간요약이나 핵심 재강조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 “잘 알겠습니다” 등

7
2)인계자의 업무 중 노고와 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해 위로와 인정 및 격려를 

표현하였다.

8 3)인계받은 내용 중에 오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수정이나 조언을 하였다.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9 1)요약 또는 질문을 통해 인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10
2)인계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심화 또는 

보완 질문을 하였다.

11 3)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거나 조언하였다.

5. 종료 단계

12 1)인계자의 인계에 대해 존중감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13 2)인계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14 3)인계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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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9> T-HAND 프로토콜 2 :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2. 인계자 대화 프로토콜 단계 

번호 1. 시작단계 

1 1) 시작의 인사 표시를 한다(예: 눈맞춤,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등).

2 2) 인수인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나누었다(예: 안부묻기, 담소 등).

2. 예비단계

3 1) 인수인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4
2) 인계 중 인수자 역할이나 권리에 대해 안내하였다. 

Ex) "인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5
3) 인계내용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Ex) "담당했던 환자인가요?", "처음 담당하는 환자인가요?"

3. 인계내용 제공 단계

6
1) 인계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하였

다.

7
2) 개별 인계 내용(예: 투약, 배변, 식이, 검사 등)을 오락가락 하지 않고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다.

8 3) 개별 환자에 대한 인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 명확한 구분을 하였다

9 4) 환자별로 중간요약이나 이해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

4. 인계내용 완성 단계

10 1)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추가질문이나 심화, 보완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1 2) 인수자가 인계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조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5. 종료 단계

12 1) 인수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13 2) 인수자의 후속 업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14 3) 인수자에게 명시적으로 끝마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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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T-HAND 프로토콜 3 : 간호과정을 반영한 프로토콜

단계 항목 내용

공통 

사항

일반적 

사항

1. 병상

2. 환자명

3. 등록번호

4. 성별, 나이

5. HOD, WOD, POD

6. 진료과 

7. 주치의

8. 진단명

9. 시술 및 수술 : 시행된 것과 예정된 것

환자 

상세정보

1. 알레르기 유무

2. 감염 

3. 그 외 정보 : Ex) 보험유형, QI관리, Caution 등

기타 To-Do-List 1.

사정 

Assessment

주호소
1. 주호소

2. 중환자실 입실 사유

임상관찰

기록 

및 

Assessment

1. 활력증상

Ex) BP, SpO2, BT, HR Target, ECMO시 LPM등 목표치

2. Monitoring : 중요약물, 혈당 수치 등 : 각 항목 목표치

3. 식이 Ex) 오늘 총 kcal/ml, 영양집중지원팀 협의진료 내용

4. Neurologic assesment Ex) 현재 의식상태, 진정, RASS, 

Pupil 상태

5. respiratory assessment Ex) 산소 요법, 호흡기 mode 등, 

변경된 항목 

6. Skin/Wound Ex) chest tube, pericardial tube, hemovac 등 

배액관 양과 상태 포함 

7. Tissue perfusion  : 의미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계

섭취량/

배설량

1. 섭취량/배설량 목표

2. 섭취량 : 경구, IVF, 정맥 주입, 혈액 : 목표치

3. 배설량 : 소변, 대변, 배액량 : 목표치

통증 사정

1. 통증평가도구

2. 점수, 부위 등

3. 간호활동, 투약 등

통합검사조회 1. 각종 검사 결과 : 각 항목 목표치, 중재 여부

기타 

EMR 기록

1. 입원기록, 경과기록, 인수인계기록

2. 협의 진료의뢰서

3. 수술기록

기타 

EMR 기록

4. 투약 내역

5. 수시처방

6. 환자별 메모 Ex) 각종 catheter 및 배액관, 주보호자 등

기타 To-Do-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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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T-HAND 프로토콜 3(계속)

단계 항목

간호진단 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비효율적 호흡 양상)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호흡 기능 향상을 달성한다. 

  1) 환자는 환자 상태가 반영된 호흡수 혹은 정상 호흡수목표치에 도달한다. 

  2) 환자는 숨찬 증상이 호전되거나 편안해졌음을 표현한다.

2. 환자상태를 고려한 목표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한다. 

간호중재

1.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기계 환기기 적용)

2. Respiratory Monitoring(호흡기계 감시)

3. Airway Management(기도 관리)

4. Oxygen Therapy(산소 요법)

5.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기계 환기기 이탈)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간호결과

1. 호흡 상태 Respiratory Status Ex) 환자 상태를 반영한 호흡수, 호흡부속근 

사용, ABGA 등

2. 활력증후 Vital Signs 

3. 불안 조절 Anxiety self-Control

4. 인공호흡기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Response : Adult

5. 인공호흡기 이탈 반응 Mechanical Ventilation Weaning Response : Adult 

6. 호흡 양상 : 기도 개방성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7. 호흡 양상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2. Risk for Injury(상해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2. 환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간호중재

1. Physical Restraint(신체보호대 사용)

2. Fall Prevention(낙상 예방)

3. Seizure Management(발작 관리)

4. Seizure Precautions(발작 예방)

간호결과

1. 위험 조절 Risk Control 

2. 안전한 환경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3. 낙상 발생 Fall Occurrence

4. 낙상 예방 행동 Fall Prevention Behavior

5. 신체적 상해 심각성 Physical Injury severity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목표가 되는 영양공급량을 섭취한다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2. Pressure Management(신체 압박 관리)

3. Pressure Ulcer Prevention(욕창 예방)

간호결과 1. 조직 통합성 : 피부와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4. Acute Pain(급성 통증)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항목을 증거로 만족스러운 완화 방법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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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T-HAND 프로토콜 3(계속)

단계 항목

  1) 환자는 통증과 관련된 행위가 감소한다. 

  2) 환자는 기분, 대처가 향상된다. 

2. 환자는 통증의 완화를 말하거나 증명해 보인다. 

간호중재

1. Pain Management(통증 관리)

2. Analgesic Administration(진통제 투여)

3.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자가 통증 조절)

4. Surveillance(감시)

5. Heat/Cold Application(온/냉 요법)

6.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7. Position(체위)

간호결과

1. 통증 조절 Pain control 

2. 지식 : 급성 질병 관리 Knowledge : Acute Illness Management

3. 환자 만족도 : 통증 관리 Client satisfaction : Pain Management 

4. 불편감 수준 Discomfort Level

5. 통증 수준 Pain Level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5. Risk for acute confusion(급성혼동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증거로 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1) 덜 흥분한다.

 2) 일상 활동에 참여한다. 

 3) 덜 공격적이다. 

2.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Ex) ICDSC, RASS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간호중재

1. Neurologic Monitoring(신경학적 감시) : ICDSC 평가

2. Surveillance(감시) : ICDSC 외의 신경학적 감시

3. Medication Administration(약물 투여)

4. Sleep Enhancement(수면 증진)

5. Reality Orientation(현실감 제공)

간호결과

1. 인지 cognition 

2. 인지적 오리엔테이션 Cognitive Orientation 

3. 왜곡된 생각의 자기 조절 Distorted Thought Self-Control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6. Deficient Knowledge(지식부족)

간호목표
1.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질병, 치료 등과 연관된 지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

한다. 

간호중재

1. Teaching: Disease Process(교육: 질병 과정)

2. Teaching: Procedure/Treatment(교육: 절차/치료)

3. Teaching: Prescribed Medication (교육: 처방된 약물)

4. Teaching: Individual(교육: 개인)

5. Teaching: Preoperative (교육: 수술 전)

6. Teaching: Prescribed Diet (교육: 처방된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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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T-HAND 프로토콜 3(계속)

단계 항목

간호결과

1. 대상자 만족 : 교육 Client satisfaction : Teaching

2. 지식 : 질병 과정 Knowledge : Disease Process

3. 지식 : 낙상 예방 Knowledge : Fall Prevention

4. 지식 : 감염 관리 Knowledge : Infection Management

5. 지식 : 투약 Knowledge : Medication

6. 지식 : 통증 관리 Knowledge : Pain Management 

7. 지식 : 처방된 활동 Knowledge : Prescribed Activity

8. 지식 : 치료 과정 Knowledge : Treatment Procedure

9. 지식 : 처방된 식이 Knowledge : Prescribed Diet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7. Impaired Skin Integrity(피부 통합성 장애)

간호목표
1. 환자는 욕창의 점진적인 치유를 보여준다.

2. 환자는 피부 통합성의 향상을 보인다. 

간호중재

1. Skin Surveillance(피부 관찰)

2. Pressure Ulcer Care(욕창 간호)

3. Wound Care(상처 간호)

4. Wound Irrigation(상처 세척)

간호결과

1. 알러지 반응 : 국소적 Allergic Response : Localized

2. 조직 통합성 : 피부 &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3. 상처 치유 : 일차 봉합 Wound Healing : primary intention

4. 상처 치유 : 이차 봉합 Wound Healing : secondary intention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영양불균형 : 영양부족)

간호목표 1. 환자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Ex) BMI 유지

간호중재

1. Nutrition Therapy(영양 요법)

2. Diet Staging(단계별 식이 조절)

3. Nutrition Management(영양 관리)

4. Nutritional Monitoring(영양 상태 감시)

5. Swallowing Therapy(연하 장애 관리)

6. Eating disorders Management(섭식 장애 관리)

간호결과

1. 영양 상태 Nutrition Status

2. 위장관 기능  Gastrointestinal Function

3. 영양 상태 : 생화학적 측정 Nutrition Status : Biochemical Measures  

Ex) Albumin, vitamins, Serum Ferritin 등

4. 영양 상태 : 영양소 섭취 Nutrition Status : Nutrient Intake

5. 체중 : 체질량 Weight : Body Mass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9. Anxiety(불안)_EMR 추출 상위 10개

간호목표 1. 환자는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증상, 증후를 보여준다.

간호중재 1. Anxiety Reduction(불안 감소)

간호결과

1. 불안 수준 Anxiety level 

2. 대처 Coping

3. 불안 자기 조절 Anxiety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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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T-HAND 프로토콜 3(계속)

단계 항목

4. 집중 Concentraion 

기타 To-Do-List 1.

간호진단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말초신경혈관 기능 이상의 위험)

간호목표

1. 환자는 다음의 지표를 나타낸다. 

  1) 말초 맥박이 촉진가능하다.

  2) 사지가 따뜻하다.

  3)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미만이다.

2.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호중재

1.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순환기 간호: 정맥 부전) 

: IPC 제공

2.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말초 감각 이상 관리)

3. Exercise Theraphy: Joint Mobility(운동 요법: 관절 운동)

간호결과

1. 신경학적인 상태 : 말초 Neurologic Status : Peripheral 

2. 조직 관류 : 말초 Tissue Perfusion : Peripheral 

3. 감각 기능 Sensory Function

기타 
To-Do-List 1.

우선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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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T-HAND 프로토콜 Fish-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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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ND(Teach-back HAndoff based on Nursing Diagnosis) 

Protocol development: focused on the intensive care unit

                                                         Kim, Jung Yeo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by applying the ADDIE model, the draft T-HAND(Teach-back 

HAndoff based on Nursing Diagnosis) protocol based on nursing diagnosis was 

developed, and provided preliminary education for new nurses. After that, the 

final T-HAND protocol was developed.

  The draft of T-HAND protocol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direct 

observati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nursing diagnosis/nursing 

implementation extraction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EMR). The protocol 

was revised by the expert content validity and user understanding. For 

preliminary education, a scenario was written and a virtual patient was 

implemented in the EMR education server. A preliminary education was provided 

to 12 new nurses by applying a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using a 

scenario. After the education was over, the evaluation of applying of the 

protocol and education satisfaction were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Through this, the final version of T-HAND protocol was developed. The final 

version was prepared in the simplest format, integrating the dialogue hand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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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and the protocol reflecting the nursing process into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AND protocol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ADDIE model. In the process 

of demand assessment, the characteristics of handoff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direct observation, focus group interview, and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performance extraction from EMR.

2. The handoff dialogue protocol and the handoff protocol reflecting nursing 

process was created, and the expert content validity and user understanding 

were verified, and a draft T-HAND protocol was developed.

3. For preliminary education for new nurses, a virtual patient scenario is 

created based on  T-HAND protocol, and a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is 

applied. New nurses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was helpful to be able to 

share nursing goals and nursing results through the nursing process, and that 

receiving education through the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helped them 

know in detail what they lacked. 

  In summariz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found that T-HAND protocol 

can be applied to the clinical field and can b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 

for new nurses. By applying the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as an education 

method for nurses, it was possible to further confirm the lack of handoff 

items, and to clearly receive the nursing goal and nursing result. 


Key words : Patient Handoff, Teach-back communication, Nur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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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I. Introduction

1. The need for research

  Handoff is a method of transitioning patient-related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ies to ensure continuity of medical care and patient safety(Till, 

Sall, & Wilkinson, 2014; Riesenberg, Leitzsch, & Little, 2009; The Joint 

Commission center for transforming healthcare, 2009).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Joint Commission, communication errors between medical staff 

were identified as the second most common cause in Root Cause Analysis(RCA) 

results.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andoff between medical staff as one of the 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NPSG) in 2017, and recommends that the handoff process be standardized for 

efficient handoff(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ospitals, 6th edition, 2017).

  Nurses also frequently carry out handoffs due to the nature of the shift work 

in clinical practice. However, various studies on handoff of nurses have shown 

that there are no guidelines or checklists(Kim, 2018). Moreover, although the 

nursing handoff protocol developed so far is a protocol used by nurses, there 

is no protocol applied to the nursing process. If a handoff protocol is 

developed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of assessment - nursing diagnosis – 

planning - nursing implementation - evalu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n be well reflected.

  As an educational method that can provide immediate feedback in the field, 

there is a teach-back method, which allows the trainee to directly repor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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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is mainly used as an education method for 

patients(Schillinger et al., 2003). The teach-back method is a method of 

retell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s that the trainee understands and 

remembers in his or her own words(Mahrmus, Penoyer, Frewin, Chamberlain, & 

Sole, 2014). Although the teach-back method is not widely used as an education 

method for medical personnel, it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to be applied to new nurses who are reported to have poo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handoff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addition, according to 

reports that a lot of burning occurs during the handoff tim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handoff dialogue(Jeong, Seok, & Park, 2015).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handoff protocol applying the 

teach-back method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ursing,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by applying it to 

new nurses. This study aims to improve nurse handoff, achieve effective 

communication, improve patient safet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ew 

nurses' work capacity and clinical adaptability.

2. Research purpos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saf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by developing a T-HAND(Teach-back HAndoff based on Nursing 

Diagnosis) protocol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centered on the intensive care 

unit(ICU), and through preliminary education using teach-back methods for new 

nurses. It is to improve the working capacity of the company. The specific 

research goals are as follows.

1)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nurse’s handoff in the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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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velop a draft T-NAND protocol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3) Develop a final version of the T-HAND protocol through preliminary 

training.

3. Definition of terms

1) Nursing Process 

  ① Theoretical definition: The nursing process is a process in which nursing 

is provid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ubject in five stages consisting of 

assessment, diagnosis, planning, performance, and evaluation (Carpenito, 2017).

  ② Operational definition: It refers to a nursing process created by 

extracting the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mplementation used in the EMR of 

the research target hospital, and extracting the corresponding nursing goals 

and nursing outcome from literature.

2)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① Theoretical definition: The teach-back communication method is a form in 

which the trainee directly retell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Schillinger et 

al., 2003). The educator asks the trainee to retell the information or 

instructions he understands and remembers in his own words(Mahrmus et al., 

2014; Maclean, Kelly, Geddes, & Della, 2018).

  ② Operational definition: In this study, it refers to a method in which a 

new nurse takes over again to a standardized educator after applying the T-HAN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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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conceptual framework of researc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constructed by integrating the 

nurse's handoff dialogue(Jeong et al., 2018), the ADDIE model for protocol 

development, and Kirkpatrick & Kirkpatrick's educational evaluation model for 

protocol evaluation.

  The handoff dialogue between nurses was composed of five stages : the 

beginning stage, the preliminary stage, the delivery content provision stage, 

the completion stage of the transfer contents, and the end stage(Jeong et al., 

2015).

  The ADDIE model is composed of five stages: analyzing educational needs, 

designing, and develop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rograms(Seels & 

Richey, 1994, Branch, 2009). This step was useful to be applicable to protocol 

development and was applied in this study. 

  Kirkpatrick & Kirkpatrick's educational evaluation model is a commonly used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Kirkpatrick et al., 2016). In 

order to evaluate the handoff protocol, response evaluation and behavior 

evaluation were used among the four stages of reaction, learning, behavior, and 

resul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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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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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ethods

1. Design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 study to develop T-HAND protocol based on 

nursing process using teach-back communication centering on the ICU.

2. Research procedure

1) Analysis stage

  As a process of collecting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handoff of nurses, a literature review and direct observation of the handoff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used. Based on the results, the handoff items 

were identified. 

2) Design design stage 

  Nursing records of patients admitted to Medical ICU and Surgical ICU from 

March 2019 to February 2020 were analyzed. Then, we selected the T-HAND 

protocol items based on the nursing process(Gil, 2019). 

3) Development development stage

  A draft handoff protocol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expert 

validation. The revised draft was evaluated by nurses in the 2nd and 3rd stages 

of the career ladder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actual user's 

understanding This modified and supplemented protocol was used to create a 

handoff scenario, and based on this, standardized educators were trained.

4) Implementation stage

   The preliminary education of the T-HAND protocol was applied to new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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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possible to provide immediate feedback by using the teach-back method, 

which is a form in which the trainee directly report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gain(Schillinger et al., 2003). 

  First, education was conducted by a standardized educator based on the T-HAND 

protocol scenario for virtual critically ill patients implemented on the EMR 

education server. After the handoff was over, the new nurse teach-back the 

received information for the same patient. When the handoff of the new nurse 

was finished, the items were matched one by one to give feedback on the missing 

items and the standardized educator answered questions.

5) Evaluation evaluation stage  

  For the behavioral evalu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umber of 

information delivered by the standardized educator and by the new nurse through 

the teach-back method was calculated.

  For the evaluation of the response, a questionnaire translated by Kim et 

al.(2015) and modified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was used. This tool is a 

7-point scale tool, a total of 14 questions.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evaluation of the handoff .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reliability was 

Cronbach's α= .94,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quality, which is a 

sub-concept, was Cronbach's α= .89, the reliability of interaction and support 

was Cronbach's α= .80, the reliability of efficiency was Cronbach's α= .80, 

and patient information. The reliability of Cronbach's α = .89, and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process/queries of takeover was Cronbach's α = 

.82.

  Using the education satisfaction tool developed by Jeong et al.(2016) for the 

evaluation of teach-back education satisfaction. It is a 5-point scale of the 

Likert formula, and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At the 

time of development, Cronbach's ⍺ was .95. Author's permission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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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al protocol was develop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T-HAND 

protoc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liminary education application.

3.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method

   After IRB approval(project approval number Y-2020-0055), only those subjects 

who voluntari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by attaching a notice 

with the approval of the nursing department of the hospital to be studied were 

included in the study. focus group interviews and T-HAND protocol preliminary 

education were conducted by the standardized educator.

 

4. Data analysis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for computational statistics using SPSS 

version 25.0, and the analysis method was as follows.

1) Basic statistics(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tem of the T-HAND    

   protocol of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used.

2) The evaluation after preliminary education training was analyzed using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3) Expert group content validity analysis and user content understanding        

   analysis were used for the items of T-HAND protocol.

4) T-HAND protocol was evaluated by CVI for each item, and the final protocol w  

   was drawn up by selecting items of 0.78 or more.

5)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analyzed by content analysis(Polit & Be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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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esearch Results

1. Status of handoff of ICU 

1-1) Handoff items reveal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items of handoff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item classification of Nasarwanji et al.(2016). Personnel at 

the beginning of the handoff, data and information for transferring the 

detailed condition of the patient, including risk and allergy, and the reason 

for hospitalization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Current status ⦁ diagnosis ⦁ 
catheter, etc., error prevention, questions, records were included.

1-2) Nurse handoff observation 

  All handoffs were performed on a computer next to the patient's bed, and the 

average time to handoff was 13.83 ± 5.34 minutes per patient. All handoffs 

were made through the computer's EMR screen. In particular, the most 

information was exchanged on the clinical observation record page. In addition, 

the hanoff was handed over while checking prescriptions, Laboratory  results, 

medication history, and patient-specific memos.

1-3) Nurse Focus Group Interview Results

  Table 1 shows the results of the nurse focus group interview.

1-4) Multi-frequency nursing diagnosis selection result

  Table 2 shows Multi-frequency nursing diagnosis sele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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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mes and Theme Clusters of Intensive Care Unit Handoff 

<Table 2> Top 10 nursing diagnosis used in the intensive care unit for one year 

2. Development of T-HAND protocol 

2-1) Development of a draft 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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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570,697 11.4

2 Risk for Injury 454,971  9.1

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217,583 4.3

4 Acute Pain 207,299 4.1

5 Risk for acute confusion 189,032 3.8

6 Deficient Knowledge 144,04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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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79,478 1.6

9 Anxiety 77,093 1.5

10 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71,796 1.4

Sum of the top 10 nursing diagnosis 2,137,29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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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Jeong et al., 2018), deriving from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direct observation and extracting EMR data, a draft T-HAND protocol 

based was developed. 

2-2) Content validity of expert group

  Two items in the Transferor’s  Dialogue protocol were deleted because CVI 

was less than 0.78. All items of the Transferee’s  Dialogue protocol were CVI 

0.78 or higher, and no items were deleted. In addition, for the ambiguous part 

of the sentence, the final handoff dialogue protocol was developed.

   In the handoff protocol reflecting the nursing process, 58 items were 

revised out of a total of 220 items. Among them, 32 items with a CVI of less 

than 0.78 were deleted, and 26 items had a CVI of 0.78 or more, but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understand. 

2-3) User content understanding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user's understanding of the T-HAND protocol, six 

items out of a total of 188 items were revised.

2-4) Standardized educator training and patient scenario creation

  A virtual patient was implemented in the EMR server for nurse education, and 

a handoff scenario was created. As for Dialogue protocol, an appropriate 

dialogue was prepared for each item, and those not applicable were indicated 

separately. In the handoff protocol reflecting the nursing process, the 

patient's condition and the details were written for each item, and the items 

not used were marked as not applicable. As a result, a total of 94 items were 

included in th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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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the final T-HAND protocol through 

preliminary education

3-1) Preliminary education behavior evaluation for T-HAND protocol for 

new nurses : Gaps of handoff information

  Among the Transfee’s  Dialogue protocol, an average of 71.2% items was read 

back, and among the Transferor’s Dialogue protocol, an average of 77.1% was 

read back. New nurses read back an average of 74.4 items(79.2%) out of 94 items 

of protocol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3-2) Evaluation of response to preliminary education for T-HAND 

protocols for new nurses

  Out of 14 items, the item that showed the highest average satisfaction was 

6.58 ± 0.79 points o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bout things 

I do not understand'. In addition, the item “I was provid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was 6.42 ± 0.51 points, confirming that 

sufficient patient information was delivered by applying a new handoff protocol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In the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 all 7 items showed 4 or more points on 

a 5-point scale. The highest score was 'this education was interesting', which 

was 4.88 ± 0.39.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to be better to plan 1:1 

training in a way that feedback is possible like a teach-back method.

3-3) Development of the final T-HAND protocol

  The final T-HAND protocol integrated the Transferor’s & Transfee’s  

Dialogue protocol and protocols reflecting the nursing process. It consisted of 

a total of 5 steps, and each step consists of the necessary dialogu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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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process part and To-do-List.

   In addition, by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the preliminary education 

subjects who wished that such education would be continued, an education video 

was created and a QR code was inserted for immediate reference<Figure 2>.

<Figure 8> T-HAND protocol_Final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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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deo training material QR code

observation

record & 

Assessment

level Target value, Diet , Neurologic assesment, 

Respiratory assessment, Skin/Wound, Tissue perfusion 

Intake

/Output

Intake : Oral, intravenous infusion, blood: target value

Output : Urine, feces, drainage volume : target value

Pain 
Assessment Tool, Score, location, Nursing activity, 

medication

Assess

-ment

Lab inquiry test results: target value

Medication Type, Side effect

Other 

Record

Progress note, Consultation, Operation note, 

Prescription, Patient-specific notes, Nursing Record

Safety Fall,  Sore, Equipment, catheter 

Socio - 

Psychological 
Delirium(ICDSC score), Guidance 

To-Do-List 1.

      Nursing Diagnosis  :  

Nursing Goal

Nursing Implementation

Nursing Outcome

 To-Do-List 1.

ê
4. Information completion Phase 

using Teach-back commun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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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formation comple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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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itional questions, further 

questions 1)a summary o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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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

-List

Nursing Diagnosis, Goal, 

Implementation, Outcome

5. Closing Phase: Transf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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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ee’s active listening

5. Closing Phase : Transferee2) Encouragement and well-wishing for 

the transferee’s work. 1)Expressed respect and appreciation

2) Expressed the desire for return 

home safely and take a rest.

3) The end was explicitly expressed

3)The ending was explicitly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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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iscu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HAND protocol is that it was developed based on 

a nursing process that has not been applied to the nurse handoff protocol until 

now. In addition, it was developed in a flexible form so that various nursing 

diagnosis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atient's condition, rather than a 

single universal standardized handoff protocol. 

  In this study, a scenario for education was constructed by consisting of 

nursing diagnosis used frequently in the ICU. If a different ward wants to use 

it as an educational material, the scenario can be composed of a nursing 

diagnosis that is frequently used in that ward, so that the application can be 

appropriately expanded to the various ward.

  Nursing goals and outcomes are clearly established and handed over. So nurse 

with a short experience can understand easily what should complete and which 

items the patient status should be checked. 

  Another feature is that it combines a dialogue protocol required for handoff. 

Although new nurses report that burning occurs when taking over(Jeong, et al., 

2015), the handoff dialogue(Jeong et al., 2018) was applied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education. It can be encouraged and polite to 

each other.

  In addition, as a new teaching method for nurses, the teach-back method, 

which measures the error of information between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or by repeating what the trainee understood in his or her own words, 

was applied as a new education method for nurse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expanded and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