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분석

-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유 문 숙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분석

-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 유 일 영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유 문 숙





감사의 글

안다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知卽行))이라는 말을 신념으로 행동을 통해 간호를

보여주는 현장에서 평생 일하리라 마음먹고 시작한 간호사 생활, 20여년간 임상에

서 일하면서 간호사들이 너무나 무지한 것에 속이 상하고, 또한 간호사들이 열심

히 공부하는데 비하여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다가 마침

내 마음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 4년 전 오늘입니다. 이제 미력하나마 그 공

부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논문을 마친 이 순간 누구보다도 이 결과를 기뻐해 주실 나의 은사님, 전산초

선생님. 환히 웃으시던 당신의 모습이 새삼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늘 뵈올 때마

다 공부하라고 간곡히 타일러 주셨어도 못들은 척 하였던 이 못난 제자가 이제

그 결실의 시간, 비어있는 선생님 자리를 보며 진작에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때늦은 회한만 가슴 가득합니다.

학위과정 내내, 또한 논문이 시작되고 마치기까지 간호학이라는 학문의 길과 인

간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인도해 주셨던 유일영 지도교수님. 선

생님을 통해 저는 간호사로서, 교육자로서 보다 의미있는 삶의 모습을 닮으려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 생각없이 수간호사로 일하는 저를 데려다 병원에 없어서는 안될 중

요한 역할과 책임을 주시며 간호사로서의 확대된 시각과 긍지를 깨닫게 해 주신

이성낙 아주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김용순 아주대 간호학부장님, 이

번 논문 역시 한자 한자 꼼꼼이 살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간호교육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이 논문을 완성하도록 지도해

주신 김희순 교수님, 전공분야에서의 정확한 연구방향과 방법을 지도해주신 고일

선 교수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위한 연구에 깊이 정진하시는 김



선 교수님께 정말 무어라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늘 문제의식과 함께 제

시되는 구체적인 지도는 저에게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특히 바쁜 병원 업무중에도 이번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주고 실제적인 학습의

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을 아낌없이 주었던 조영선 수간호사와 간호 팀장님, 수간

호사들과 선뜻 자원하여 봉사해 주었던 표준화 환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함께 일하며 격려와 지지로 후원하였던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여러 교수님들, 특

히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손연정, 반금옥 선생님, 아직도 막내 딸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늙으신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의 격려는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항상 곁에 있으면서 봉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 혜순아, 너의 헌신

적인 도움이 없었던들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으랴, 정말 고맙다.

무엇보다도 논문을 쓰며 함께 하였던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처음 낯선 표준

화 환자를 만나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벌벌 떨던 모습에서 어느덧 환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미처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던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연구기간 내내 학생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실제 이들이 임상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으로 즐거

웠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지금, 이번 논문을 기초삼아 미력하나마 간호사가 전

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간호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0년 12월

연구자 유 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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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

하고자 임상 환자와 유사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그 학습

방법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1단계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하

여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포함된 과제 중 특

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 및 의사소

통의 7가지 학습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목표, 학습 프로토콜 및 학습효과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환

자사례를 제작하였으며 이 사례를 연기할 표준화 환자와 평가시 필요한 평가교수

를 선발, 훈련하였다.

본 연구의 제 2단계는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1999년 12월에서 2000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이며 연구대상은 경기

도 소재 4년제 대학 한 곳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1999년 2학년 학생 40명을 대조

군으로, 2000년 2학년 학생 36명을 실험군으로 총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았으며 사후

학습효과를 조사하였고, 대조군은 전통적인 학습방법인 모형을 이용하여 실습교육

을 받았으며 사후 학습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평가도구는 학습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각각

의 학습과제 평가도구와 학습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평균 및 표

준편차,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학습과제 선정 및 학습 프로토콜 개발, 사례

제작, 표준화 환자 교육 및 훈련, 모의 평가훈련 과정을 거쳐 학습 및 평가 과

정으로 개발되었다.

2.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v



1) 의사결정능력은 자료파악능력과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

는데 실험군이 자료파악능력(t=4.92, p =.000)과 기본간호술 제시능력(t=24.79,

p =.008)에 있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6가지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모두 유의하게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t=4.45, p =.000)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실험군은 의사소통의 태도 영역(t=3.98, p =.000)과 설명 영역(t=4.50, p =.000)

에 있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의 학습만족도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t= .08, p =.394)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간호학생들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한 기본간

호술을 판단하도록 하므로써 간호 실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화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간호기술을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간호

기술을 연마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에게 자신이 수행할 간호를 설명하고, 수행과정에서 대상자 반응을 살피는 의사소

통 훈련을 함으로써 간호사의 대상자 이해, 지지적 행위,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존의 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보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핵심되는 말 :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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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인간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 및 지도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인간과 전문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론교육을 통해 과학적 지식체로서 간호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실습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홍여

신, 최영희 및 김조자, 1993; 하영수, 1977; Potter & Kelly, 1998).

그중에서도 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습득한 간호지식을 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

여 살아있는 지식으로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간호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성명숙, 정금희 및 장희정, 1998; Bjork, 1997).

실습교육은 기본간호학 실습과정과 임상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임상실습

에서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간호의 대상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므로 이

들에게는 일체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임상 실습 이전에 시

행되는 기본간호학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간호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습실에서

모형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간호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수동적 형태의 반복적 훈련은 관련성을 가진 상황

속에서 충분히 훈련되어야 비로소 생성될 수 있는 지식의 전이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단기기억된 후 곧 소멸되게 된다. 또한 단순하게 꾸며진 실습실 환경은 끊

임없이 변화하는 간호대상자들의 실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여(Beeson & Krin g, 1999) 임상전 실무교육(p reclin ical

edu cation )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였을 때 학교와는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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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임상상황에 당황하게 되고, 간호대상자들 역시 서투른 실무능력을 보이는 간호

학생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고 학습의욕이

저하되며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회의를 갖기도 한다(박미영과 김순이, 2000;

신경림, 1993; 윤은자, 1999; N olan & N olan, 1997; Scop a, 199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간호학 실습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기본간호학을 담당한

교수들은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으로 비롯된 학생들의 수동

적 태도를 지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낯선 임상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간호교육에 있어 파편적 지식 및 기술, 이론과 실무와의 차이 등은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강규숙과 공은숙, 1997), 21세기에 들어와 정

보의 통합 및 응용력,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사

고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ou tcom e)보다는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가

의 학습과정(p rocess)이 보다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v on

Glaser sfeld , 1989). 이와 더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서문자,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상황학습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상황학습은 현실과 유사한 환경속에서 과제를 학습하는 교육방법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학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간호학과 의학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서는 표준화 환자(Stan d ard ized p atients ; SPs)방

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H arden & Blackw ell, 1988).

표준화 환자방법이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비구조화된 학습환경 속에서 임상환

자와 같은 행동 및 증상을 보이도록 준비된 환자에게 학생이 접근하여 학생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획된 학습방법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속에서 대상

자의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간호를 결정하게 되는 의사결정능력에 대

한 학습과 결정된 간호술을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단계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기술 역시 함께 교육되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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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교수가 학생들의 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과정을 직

접 관찰함으로써 간호기술, 의사소통능력 및 전문인으로서의 태도 등 과정을 중시

하는 학습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김용일, 1990; 홍영재, 1992; Barrow s

& Abrah am son , 196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간호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이 개발된 학습방

법을 기존의 학습방법과 비교하여 그 학습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

하고, 개발된 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학습에 있어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

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한다.

둘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의 가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간호기술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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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Standardized Patients methods)

▶ 이론적 정의

학생들이 임상현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도록 훈련된 표준

화 환자에게 상호작용하면서 간호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수

행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Frejlach & Corcoran , 197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좌측 편마비 환자로 훈련된 사람이 학생 앞에서 연기하면 학생

들은 환자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

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에 대한 간호요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간호를

직접 환자에게 수행하도록 고안된 12시간의 학습방법을 말한다.

2) 학습효과 (learning effect)

▶ 이론적 정의

학습자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바람직한 진보적 행동변화가 나타나는 정

도를 말한다(Glaser, 199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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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 akin g)능력, 간호기술 수행(n u rsin g skills p erform ance)능력, 의사소통

(com m u nication skills)능력, 학습만족도(learn in g satisfaction )를 측정한 결과를 말

한다.

의사결정능력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지적 활

동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여러

대안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Schw artz, 1990) 본 연구에

서는 좌측 편마비 환자사례를 보고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

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총 6개 기본간호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와 관련된 자료 20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사결정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기술 수행능력은 간호학적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

게 구체적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유재희, 1995), 본 연구에서는 좌

측 편마비 환자에게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

장의 5가지 기본간호술 중 학생이 선택하여 수행한 3가지 기본간호술의 측정점수

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은 한 사람의 의사가 언어, 태도, 문자, 동작, 음성, 영상, 신호, 저

작물, 초감각적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작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하는데(Ru esch, 1973)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표준화 환자와 간호학생 사이에서 언어와 태도를 통하여 서로 지각하고 해석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교수변인과 과제변인에 의해 최적화되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박성익, 199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간호학생이 수강태도,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내용, 학습평가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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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1. 기본 간호학 실습교육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 증진을 그 목표로 한다(유문숙, 2000). 간호실무능력이란 지식, 기술, 태

도, 자아인지, 동기가 통합되어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수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며 간호의 실무과정이란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최적

의 간호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며 구체적으

로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De Back & Mentk ow ski, 1986).

기본간호학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 유일하게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교

과목으로서 먼저 투약, 위생, 안위 등의 간호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이

에 대한 구체적 간호술을 훈련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실습교육

은 학생들이 생명을 가진 대상자에게 조금의 실수나 망설임없이 능숙하게 간호술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유재희, 1995) 동시에 전문인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Potter & Kelly, 1998).

그동안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시행과 착오(tr ial & error)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

시하고 훈련, 습관형성 등을 학습의 중요한 결과로 보는 이른바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하여 실습실이란 조건화된 환경속에서 반복적

인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간호기술을 습득하였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은 대상자와

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경험은 생략된 채 단순한 기술습득만을 학습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Beeson & Krin g, 1999).

이러한 기술중심적 교육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은 임상실습에 나가서 환자를 대하게 될 때 낯선 환경에 긴장하고 위축되며, 자신

이 이전에 배웠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잊어버린 채 당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부분의 간호기술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미영과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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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0; 신경림, 1996; N olan & N olan , 1997).

특히 최근들어 간호개념에 대한 강의내용이 더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학생들이 간호개념과 간호기술을 상호관련지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되며(강규숙과 공은숙, 1997), 이러한 학습경향은 교수로부터 제

공되는 지식의 양은 많으나 학생들에게 각기 파편적 지식으로 저장되어 단기 기

억된 후 소멸되는 이른바 표면학습의 양상을 보이게 하였다(Beeson & Krin g,

1999).

간호사들 역시 임상실무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교에

서 배운 것과 임상현장과의 차이를 이해하며 현실적으로 융통성있게 간호를 적용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하였고, 간호교육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교

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강규숙과 공은숙, 1997; 서문자, 1997; 엄

영란등, 1998). Kram er (1978)는 간호교육에 있어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임상현장은

변화가 많고 상황에 대한 변수가 다양한 환경임에 반하여 간호 교육환경은 지나

치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그 사이의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Grealish (2000)는 실제적 지식은 학교환경에서의 단순한 지식

의 전달만으로는 습득하기 어렵고, 보다 광범위한 경험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였

다. 또한 Sn yder, Fitzloff, Fied ler & Lam bke(2000)은 간호기술습득을 위한 학습은

단지 심동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의 경

험, 동기, 환자에 대한 관심 등이 포함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습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반복적 학습을 통하여 지식의 강화를 훈련하였

으나 이러한 학습은 지식과 지식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간호학자들이 기존의 행동주의적 학습방법에

서 탈피하여 지식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인지주의적 학습방법에 대한 접근을 모색

하게 되었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이란 학습자의 정보처리에 대한 인지적 과

정의 변화로서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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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정의된다(Piaget, 1970). 여기서 인지구조의 변화란

과거의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얻어진 인지적 변화를 학생자신의 인지구조망

에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렇게 내면화된

지식은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간호교육은 여러 인지 학습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모듈을 이용한 학

습,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Comp u ter A ssisted In stru ction; CAI), 비디오를 이용한

학습 등이 가장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Grant(1993)는 125명의 간호사 계속 교육에 있어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토론방식

과 모듈을 이용한 자율학습을 비교한 결과 모듈학습방법이 보다 더 유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au m an (1981) 역시 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율학습 지침서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한 결과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임상 적용능력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정현숙(1994)은 9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듈을 이용한 감

염과 배설관리에 관한 실습에서 자율학습방법이 기존의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이

것을 따라 하는 실습방법보다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성취도가 모두 높았

다고 보고하였으며, 근육주사법(정현숙, 강규숙, 황애란, 이은현 및 서예원, 1991),

침상만들기(정현숙, 강규숙 및 황애란, 1987) 등에서도 그 학습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한 집단이 전통적 학습을 실시한 집단

보다 학습의 만족도가 높거나 지식이나 기술의 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Cochen ou r, 1992; Cook & H ill, 1985).

그러나 기본간호술을 자율적으로 학습시킨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학생의

반응과 동기가 긍정적이었으나 실습교육 성적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도 있으며(김희옥, 1981), 간호사 교육에 있어 신체역동을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하여 강의교육을 받은 군과 자율학습을 시행한 군 사이에 기술적 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Scop a, 1993). 또한 모듈학습방법에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와 유사한 자율학습 지침서를 그대로 암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론적 지식이 행동적인 기술로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강규숙, 1996). 이렇듯 자율학습이 전통적인 강의식 학

습보다 학습의 효과가 높지 않은 일부 연구결과는 학습자 유형에 따라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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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느리게 하며, 동료나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학습자 유형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Wiley, 199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먼저 학습자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고, 모듈이외의 다양한 보

조 학습자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인지학습방법의 형태인 CAI 학습은 컴퓨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희정(1996)은 주사방

법 교육을 위한 CAI를 개발, 간호학생 84명에게 사용한 결과 학습동기와 학업성

취도를 높이며 부분적으로 간호기술 수행능력을 증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 alloran (1995)은 75명의 학생에게 성인 간호학 수업에서 CAI를 이용한 결과 전통

적인 강의보다 학생들이 내용의 핵심을 보다 잘 이해하였다고 하였으며, 소아암

환아의 자가간호(Petersen, 1996), 약용량 계산 방법(Bayne & Bin d ler, 1997),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Mad orin & Iw asiw , 1999)등에 있어 CAI를 이용한 학습

결과 자가간호능력, 학습성취도 등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CAI 학습이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

고되고 있는데 투약계산에 있어 소집단 교육방법과 CAI 학습을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Gilbert & Kolacz, 1993), 간호사 면허시험을 위한 코

스웨어 개발에서 강의수업과 CAI 학습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 ou se, 1987). 이를 분석해보면 CAI 학습은 학습자의 특성, 학습 프로그램 내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습환경 등에 따라 그 교육의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인지학습방법으로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

들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교육과 비디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습과정을 녹화하여

이를 다시 보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관찰하는 교육방법 등이 있다. 원종순 등

(1998)은 153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디오시청을 통한 투약교육 결과 간호지

식 정도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의과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하여 근육검사에

관한 교육에 있어 비디오를 이용한 학습과 강의만으로 이루어진 학습을 비교한

결과 비디오 학습이 3개월 후의 평가에 있어 훨씬 점수가 높았다는 보고 등이 있

다(Law ry, Schuldt, Kreiter, Den sen & Alban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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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디오 시청교육의 수동적 측면을 보완하여 학생이 보다 능동적으로 비디

오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강규숙(1996)은 68명의 4학년 간호학생

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습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다시 보며 자

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비디오 녹화학습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학습방법에 비하여 간호지식 성취도나 학습만족감은 높아지지 않았

으나 간호기술 성취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혈압측정 과정을 녹화, 이를 다시 관찰

하는 학습방법을 실시한 결과 비디오 녹화 학습이 비디오를 시청한 교육방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Beeson & Krin g, 1999), 비디

오 교육이 비용, 시간, 전문적 기술지원에 비하여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도 있다(Fabiu s, Grissom & Fu en tes, 1994).

이러한 결과들은 비디오 녹화 교육이 행위기록을 통한 과학적 측정방법으로서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하기는 하나, 반면 비디오를 다시

시청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일

부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모듈이나 컴퓨터, 비디오 등의 새로운 학습매체를 이용한 교육방법

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성취도, 부분적인 간호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학습방법은 모두 실습실 환경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 변화와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학습으로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임상현장과는

동떨어진 인위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간호의 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대상자의 환경은 예측과 통제

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임상상황의 복잡성, 불확

실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Bram ble, 1994; Bjork,

1999).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대상자의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이 때 사용되는 전문적 지식

과 기술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응용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는 그

결과로써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이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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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육의 출발은 먼저 지식이란 고정되

고 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이른

바 상대적 인식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사회현상에 깃든 불확

실성을 이해시키고, 절대 불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호 맥락적 관점에서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며, 개개인의 인지적 구성과 재구성 과정을 통해 지식이 생성된다

는 이른바 인식론적인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von Glasrefeld , 1989).

이러한 관점의 학습을 구성주의적 학습이라 하는데 이는 인지주의적 학습에 근거

하여 지식의 사회적 관점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강인

애, 2000).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구성원이 통용

하는 언어와 의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그 사회에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지식으로 축적되는 것으로, 개개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을 계속 구성해 나

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학습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상황에 근거한 실제적 경험이

지식의 중요한 생성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의 생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학습과정을 제시하고 있다(v on Glasesfeld , 1989). 첫째,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며(learn er control) 둘째, 학습의 구

조화를 지양하고 학습자의 의미 구성과정을 도와 주도록 한다(m u ltilineal

th inkin g). 셋째,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학습자를 도울 학습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하며(coach in g) 넷째, 학습자들이 실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며(context) 다

섯째, 학습과정에 대해 학생 스스로 반추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assessment).

이렇듯 구성주의에서는 실제성(au thenticity)과 상황성(contextu alization )이 강조

된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학습방법으로 상황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학습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이 현실속에서 구성,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을 이해시

키고자 특정상황을 둘러싼 모든 자료와 물체 등을 자세하고 사실성있게 제시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Cognition and T echnology Group at Vanderbilt Univer sity, 강인

애, 2000 재인용). 이러한 학습방법은 실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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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진하며, 학생들의 수업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한

다. 상황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의학, 법학, 물리학, 건축학, 우주과학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학문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박인학, 1995).

간호학과 의학계에서 모색된 상황학습 방법으로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 g : PBL), 표준화 환자 방법(Stan d ard ized Patient : SP), 이야기식 학습

(Story as Text) 등을 들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은 하나의 문제가 제시되면 학생들

이 서로 협동하여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을 상호관련적으로 학습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학습을 말한다. 이 학습방법은 지식

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과 달리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구

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호주의

N ew castle 대학, 캐나다의 McMaster 대학, 미국의 H arvard대학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희순, 1997; Barrow s, 1984; Barrow s & Abrahamson, 1964;

H arden & Blackwell, 1988).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상황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강의식 교육이나 실습실에서

모형에 시행하였던 기술을 직접 표준화 환자에게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학습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평가 역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학생들의 심동적 기술과 정의적 영역의

전문인 태도 등을 교육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홍영재, 1992; An an d am & Kelly, 1990; Bram ble, 1994; Brow n & Robert, 1990;

Foley, N esp oli & Con de, 1997; Sloan, Donnelly & Schw artz, 1996; Stillm an ,

Regan, Ph ilbin & H aley, 1990a).

또한 학습내용의 일방적인 주입에 반대하며 주제와 관련된 상황이 들어있는 이

야기(story)를 개발, 교육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학문을 학습하는 방법

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Giarratan o(1997)는 모성간호학에서 출산과 관련되어 한 여

자의 출산이야기를, Boykin & Sch oenh ofer (1991)는 암환자 이야기를 학습으로 제

시하여 이야기 속에서 학습주제와 관련된 문화, 사회, 가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

께 토론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시도하였다. 학습결과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

주제와 관련된 윤리의식이 높아졌으며, 상호간 의사소통이 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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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러 상황학습 중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간호실무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 교육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자 한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상황학습의 한 방법으로 학습에 있어 실제

환자를 대신한 훈련된 사람을 이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연마하고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Barrow s, 1984). 이 교육방법은 Barrow s(1964)에 의해 의학교육에 처음 소

개되었으며, 간호학에서는 Frejlach와 Corcoran (197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특징은 학습의 내용이 이론에서 수행으로 이

동되며, 표준화 환자가 단순히 병원환경에 있는 것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환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행

과정에 있어 과학적 과정을 밟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의 결과로서 환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며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만족감과 학습의 효과를 높여 준다

(Barrow s & Abrah am son , 1964).

캐나다 McM aster 간호대학에서는 200명의 학생에게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간

호실무 교육을 한 결과 신체사정, 간호기술 및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기존의 실습

실 교육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Brow n & Robert, 1990). 또한 간호사의

의사소통기술과 상호협력기술을 교육하는 데 있어 표준화 환자 및 표준화 의사를

찍은 비디오를 이용한 결과 기존의 강의교육을 받은 간호사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이 유의하게 높아졌다(Foley et al., 1997).

이러한 표준화 환자 학습방법은 의과대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 1990년 미국과 캐나다의 의과대학 136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방법 실태

조사에서 조사학교의 70%인 94개 의과대학이 표준화 환자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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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면담기술, 의학적 병력 청취, 환자 교육, 신체사정, 유방 및 골반사정 등의 학

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Stillm an et al., 1990a).

표준화 환자방법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현실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상황을

잘 구성하여 학습하므로써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교육보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든 학

생들에게 동일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하

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행과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표준화 환자를 이용

할 경우 그러한 제한점없이 학생들의 모든 수행이 가능하므로 보다 공평한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홍영재, 1992; Kolb & Shu gart, 1984).

McD on ald (198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실제 임상실습과정에서 보다 표준화

환자사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고 서술하였으며, 지역사회 실습을 하는 64명

의 의과대학생 중 한 집단은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실습을 하고, 다른 집단

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실습을 한 결과 표준화 환자로 실습한 집단이 면담

기술, 초점파악,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훨씬 높았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Simek-Downing, Quirk & Letendre, 1986).

이외에도 표준화 환자방법은 학생들을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

화시키어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였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An an d am & Kelly,

1990), 즉각적인 학습의 재강화를 가능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능력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 그 능력이 증진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Stillman et . al., 1990b).

이러한 학습방법은 건강관리자들에게도 유용한 교육방법으로서 병원직원들에게

AIDS환자 관리교육을 하는데 있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시도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연구보고(Vergin is, Diom id ou s & M antas,

2000)와 병원직원들에게 DRGs를 이해시키기 위해 상황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적 효

과를 높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rom w ell, Prid dis & H in d le, 1998).

또한 표준화 환자방법은 학습의 만족에 있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H oolle,

Kow olow w itz & Sloan (1987), Ross, Carol, Knigh t & Ch am berlain (1988)등은 표준

화 환자방법을 경험한 학생들이 ' d ram atic' , 'v ivid '등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4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방법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수행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의 지식, 수기, 태도가 고르게 평가되어야 하며, 응용력, 분석력 등이 포

함된 학생들의 사고력 역시 함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수행평가란 교육목표를 가능한 실제상황 하에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실천적 지식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학생 스스로가 지식이나 기능의 결과로서

만든 산출물이나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다(석문주 등,

1998).

그동안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평가에 있어 전문인으로서의 태도, 규범 등을 평

가하는 정의적 영역 학습이 그 학습목표와는 다르게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평가

되어 왔으며, 간호기술 수행능력에 대한 심동적 영역 평가 역시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습의 결과가 충분히 측정되지 못하였다.

표준화 환자방법은 이러한 영역을 모두 측정해 낼 수 있는 학습평가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는 평가방법

으로 OSCE(Objective Stru ctu red Clin ical Exam in ation) 또는 OSCA (Objective

Stru ctu red Clinical A ssessm en t)등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station을

만들어 각 station에 실제 문제를 나타내는 표준화 환자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각

station을 돌면서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실무를 제공하는 과정을 표준화 환자 및

평정자가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Barrow s & Abrah am son, 1964).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구체적 기술을 수행하고, 의사소통하는 일련의 과

정을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Kolb 와 Shu gart(1984)는 표준화 환자 방법은 특히 학생들의 수행평가와 자가평

가에 있어 만족도가 크므로 간호교육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Ross 등(1988)도 신경계 간호사가 심동적 기술을 배우고, 평가하는데 있어 표준화

환자방법이 학습의 동기유발 및 간호기술을 획득하는데 보다 유용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15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도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는 매우 중요

한데 Sloan , Donnelly 와 Schw artz(1996)은 표준화 환자의 행위 신뢰도 및 타당성

을 연구한 결과, 4회의 훈련과정과 평가과정을 거친 표준화 환자가 시간의 경과에

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으며 두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측정한 Sp earm an -Brow n

Form u la 값이 0.8-0.9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대학교육과정뿐 아니라 전문의료인의 계속교육에도 유용하여 69명의 전공

의 교육 및 평가에 사용하여 전통적 지필시험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loan , et . al ., 1996), 25명의 방사선 기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

여 평가한 결과 임상수행기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Lin dey & Stritter ,

1990).

이렇듯 표준화 환자를 학습과 학습평가에 사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는 연

구결과는 매우 많은데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자 한다. Bram ble(1994)은 29명의 N u rse Practitioner를 대상으로 고혈압, 요로감

염, 흉통, 당뇨간호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교육한 집단과 기존의 강의와

실습방법으로 교육한 집단의 성적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N P과정이

이미 간호전문지식을 가진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으로 대상자가 평균 11년의 풍부

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황학습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면담기술,

간호기술등의 간호실무능력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이미 능숙한 상태였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건교육 수업에 있어 52명의 의과대학 3학년 학생 중 표준화 환자에게

학생들이 직접 교육하도록 한 집단과 의사가 환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관찰하도

록 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표준화 환자를 교육한 집단이 수업 만족도

가 높았으나 성적평가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h arp ,

Pearce, Konen & Kn u d sonet, 1996). 이는 의사-환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관찰

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환자와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황속에서 의사

옆에서 환자와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자료를 얻을 기회가 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황속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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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하여는 표준화 환자방법 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역시 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Ross 등(1988)도 심동적 기술을 배우고, 평가받는데 있어 표준화 환자방법

을 이용한 학생들이 전통적 방법으로 실습을 한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표준화 환자 앞에 섰을 때 실수할까봐 두렵다 ,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 지 모르겠다 , 아무 생각이 안난다 등으로 표현하였는

데 학생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살아있는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할

때 실수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모형을 대상으로 실습할 때보다 더욱 부담감을 느

끼며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은 반복되는 학습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학생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비용면에 있어 W ales 와 Skillen (1997)은 표준화 환자를 사용할 경우 한 환

자당 시간당 약 $100이 소요된다고 하며 일반화하기에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

하였다. H oolle 등(1987)도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 평가를 매우 높이 지지하고 있으

나 학습의 준비과정에 있어 많은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으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들을 훈련시키고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지적도 있다(Stillm an, et . al., 1990a).

이상과 같이 문헌고찰한 결과 표준화 환자방법을 이용한 학습과 평가방법은 신

체사정, 환자면담, 전문적 기술습득 등의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탁월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간호학, 의학, 건강관리자 교육에 있어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련

의 사고과정, 즉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하는 과정

인 의사결정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에 대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다는 것

에 높은 학습만족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사람을 이용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보

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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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환자 학습방법에서 어떠한 변수가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며, 또한 학습만족도를 높이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에게 표준화 환자 방법을 활용하여 복합사고기

능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능력의 증진과 심동적 기술 및 정의적 영역의 의사소통

에 있어 학습 효과와 학습의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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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개념적 기틀

간호사가 대상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인이라 할 때 이를 위하여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

의 학습이론(von Glasersfeld , 1989)에 근거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산업시대를 이끌어간 지식의 관점인 논리적 실증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예

측과 통제가 가능하고 규칙과 법칙으로서 이해되며, 진리나 지식은 범우주적이므

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전달식 교수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었다(석

문주 등, 1998).

이러한 관점을 오랫동안 고수하였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행동주의적 입장에

서 반복훈련을 통한 강화를 학습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반복학습은 학습자의

행동 반응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의 이해 정도는 단지 우연적 사건에 의존

하게 된다(Glaser, 1992). 그리하여 기존의 반복적 학습방법은 맥락적 사고과정의

경험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학습자의 이해력 증진과는 관계없이 단지 행동만을 기

억하게 하는 학습결과를 초래하였고,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기 이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고과정에 대한 학습을 간과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은 단순한 과거 경험의 집적이 아니라 그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Piaget, 1970). 즉, 학습

자에게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모든 요소를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 모색을 시도하는 학습자 내부의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문제사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인식하며, 주어진 문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행동과 결부시켜야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던 학습자의 지각은 인지체계를 재구성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

운 문제에 있어 중요한 해결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Kohler, 이신동 등, 1999 재인

용).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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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계속적으로

지식을 구성, 재구성하는 과정을 학습이라 받아들이는 이론이 구성주의적 학습이

다(v on Glasersfeld , 1989).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외부세계의 상태나, 개념,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세계 영역 안에서 학습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유용하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에

서 학습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의 해결에 맞는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써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장애나 모순을 극

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인지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조연주, 조미현 및 권형규, 1998).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서

학생들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체제를 인지구조 속에 재구성하게 되고 인지구

조의 재구성은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적 환경과 결부된 복잡한 양상을 띤 문제

에 당면하여 그 해결과정을 배우는 학습을 상황학습이라 하는데, 학생들은 복잡한

상황속에서 제시된 문제가 과거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지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방법을 적

극적으로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목표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탐색하고 찾음으로 인해 단지 정답을 맞

추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로써 지

식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은 상황학습을 통

하여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전문적 사고 및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되

고 자연스럽게 문화적 동화(accu ltu ration)과정을 거쳐 점차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강인애, 2000).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학습에서 학생이 배운다는 것은 상황의 다양성을 이해하

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말하며, 교수가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조직화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학습환경은 학습자들에게 다

양한 도구와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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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개념적 기틀내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실제 임상상황과 유사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

습방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먼저 학생들은 임상과 유사한 환경속에서 표준

화 환자를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간호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안을 결정하여 제

시하도록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상자의 환경파악, 노출된 문제의 확

인, 대안의 모색 등 복합적 사고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기술을 직

접 수행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를 관찰하고 끊임없이 의사소

통하며, 전문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태도와 규범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준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

공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하여 큰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위의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적 기틀과 이를 측정하는 변인과의 관계를 도해하면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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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변인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과 연구변인간의 관계

인지

체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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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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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학습

구체적 지식

경험적 지식

상황 학습

표준화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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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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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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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

고, 개발된 학습방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2단계로 진행되었

다. 첫 번째 단계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두 번째 단계는 개발된 학습방법과 기존의 학습방

법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졌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개발

현재까지 국내 간호학계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사례가

없으며 체계화된 개발 절차도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을 근

거로 하여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 환자 학습방법과 외국의 간호학계에

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과정을 참고로 1999년 8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1) 학습과제 선정

학습과제의 선정은 전국의 3, 4년제 간호대학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유문숙, 2000)를 토대로 하였다.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대상자에게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직접 기본간호술을 제공하는 학습항목은 11개의 대분류 항

목으로서 체온유지요구, 개인위생요구, 활동과 운동요구, 안위요구, 안전요구, 영양

요구, 배설요구, 산소화 요구, 투약간호, 상처간호, 수술주기 간호 등이며 각각의

내용은 다시 314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

위생요구 부분에서 특별구강간호와 등간호, 세발간호를, 안위요구 부분에서 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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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간호를, 배설요구 부분에서 단순도뇨와 글리세린 관장을 학습과제로 선정하였

다. 각 항목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문숙(2000)의 조사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교육시간을 근거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 학생의 수업형태가 각 20명씩 분반하여

2회 반복수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학습시간은 특

별구강간호 1시간, 등간호 1시간, 세발간호 1시간, 체위변경간호 1시간, 단순 도뇨

2시간 30분, 글리세린 관장 2시간 30분이었다. 의사소통에 관한 학습은 각 간호항

목 교육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나 의사소통 기본원리와 과정에 대한 강의교육을

3시간 별도로 산정하였다. 이와같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은 6개의 기본간호

술 및 의사소통의 총 7개의 학습과제에 대하여 12시간의 수업과정으로 계획하였

다.

2) 학습목표 설정

학습목표의 설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학습목표 개발작업에서 완성된 기

본간호학회 학습목표(2000)와 기본간호학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특별구강간

호 2개, 등간호 2개, 세발간호 2개, 체위변경간호 2개, 단순 도뇨 4개, 글리세린 관

장 4개, 의사소통 8개로 총 24개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3) 학습 프로토콜 개발

각 간호항목의 학습내용을 프로토콜 형태로 개발하였다. 프로토콜은 여러 기본

간호학 교과서를 근거로 하였으며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는 각 7개 문항, 단순도뇨 및 글리세린 관장 각 12개의 문항, 의사소통에 관하여

5개 문항으로 완성하였다.

4) 사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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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사용하게 될 환자사례에 관하여 연구자 및 임상경력이 15년 이상인 수

간호사 3인 등 총 4인의 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좌측 편마비 환자가 구체

적인 사례로서 선정되었다. 편마비 환자의 사례는 기본간호의 요구가 높으며 외형

적 변화를 많이 나타내어 표준화 환자가 환자의 특징을 실연하기가 용이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2학년 간호학생에게 편마비와 관련되어

타 전공과목의 학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환자의 간호문제에 대

하여 접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간호학에서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여 간호를 수행하

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편마비 환자의 사례제작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던 편마비 환자 10명의 의무기

록을 통하여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를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사례의 형식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을, 왜 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례내용은 환자의

증상, 학생과 대면시 환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 말투, 의상, 분장 등이 모두 포함

되었다. 제작된 사례는 좌측 편마비 환자로서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

위변경간호, 단순도뇨, 글리세린 관장에 대한 간호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

적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부록 1>.

5) 사례의 내용 타당도 검증

제작된 사례에서 학생들이 대답해야 하는 기본간호술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전

문가 11명(간호학과 교수 3인, 간호과장 3인, 수간호사 3인, 교육간호사 2인)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표 1>. 이들은 사례를 읽고 환자에게 적절한 기본간호술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였는데, 전문가 11명 전원이 6개의 기본간호술을 모두 제시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자료파악에 있어서는 총 20개의 자료 중 평균 19개

의 자료를 제시하여 95%가 일치하였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머리가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 있었다 , 입가가 지저분하다 등 매우 특징적

인 증상을 나타내는 자료가 제시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응답자가 자신의 실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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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여서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

<표 1> 사례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6) 학습효과 측정도구의 개발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효과 측정은 Bloom (1971, 석문주 등, 1998 재인용)이 제

시한 학습평가 방법인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나

누어 측정하도록 하였다. 즉, 지식의 습득 및 지적 기능의 개발과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평가는 학생들이 제시된 사례를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기본간호술

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통하여 측정하고, 심동적 영역의 학습효과는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호기술 수행능력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의

사소통능력을 측정하여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1)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

의사결정능력의 평가는 학생들이 편마비 환자사례를 읽고 사례 속에 나타난 의

응답자 제시한 기본간호술의 수 파악한 자료의 수

1 6 20
2 6 19
3 6 19
4 6 18
5 6 20
6 6 20
7 6 17
8 6 19
9 6 20

10 6 18
11 6 19

평균(%) 6(10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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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자료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기본간호술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측

정되며 이를 점수로 환산하였다. 평가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사례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편마비 환자사례를 3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답은 모

두 같도록 구성하였다<부록 2-1, 2-2, 2-3>.

의사결정능력에 있어 기본간호술 6개 항목을 선별해내는 능력은 각 5점씩 총

30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자료의 파악능력은 자료 1개당 1점씩 총 20점으로 계산하

여 측정하였다.

(2) 간호기술 수행능력 평가도구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평가도구는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

뇨, 글리세린 관장에 관한 5가지 간호항목의 교육 프로토콜을 체크 리스트 형태로

변형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의 평가도구는 각 7개 문항으로,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은 각 12개 문항의 체크 리스트로 제작하였다. 점수의

측정은 각각의 항목을 정확히 했음 2점, 틀리게 했음 1점, 안했음 0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학습과정에서 함께 포함되었던 세발간호는 준비과정의 어려움

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간호기술 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학생들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은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에 의해 각각 평가되는

데, 평가교수는 각 간호항목의 준비단계/ 상호활동/ 수행의 전과정을 평가하며,

표준화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간호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에 있어서 평가교수는 7

개 항목을, 표준화 환자는 준비과정을 뺀 5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며<부록 3-부록

5>, 단순 도뇨와 글리세린 관장은 표준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

행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평가교수에 의해서만 평가하였다<부록 6-부록

7>.

또한 전체 학생의 수행능력 평가를 당일 끝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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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중 2개 항목을, 단순 도뇨, 글리

세린 관장 중 1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한 학생이 5개 간호항목 중 3개 항목

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도구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태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2

개 문항과 간호수행 중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총 5개 문항 5점 척도 도구로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부록 8>.

의사소통능력은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동일한 도구를 각각 사용하여 평가

하였으며 평가 점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4) 학습만족도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 학생의 수강태도, 교수의 강의준비 정도, 강의진행 및 내용, 학습평

가 등에 관하여 그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5점 척도 24개 문항과 표준화 환

자에 대한 느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느낌을 묻는 서술식 3개

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다<부록 9>.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 ' s α = .94였다.

7)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의 교육 및 훈련

(1)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 선정

1999년 10월 개발된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시연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모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과 환자

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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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집방법은 병원의 게시판에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서 평소 교육

에 관심이 있고, 편마비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3인 선발하였다. 3인으

로 지정한 이유는 학습과정에서 표준화 환자가 2인 이용되나 3시간의 수업을 4회

에 걸쳐 각각 2회씩 운영해야 하므로 표준화 환자의 피로감 누적과 유사시를 대

비하고자 하였으며, 학습평가에서 시험과정이 하루동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급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3인을 선발하였다.

표준화 환자를 선발, 훈련하는데 있어 평가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H oolle

등(1987)은 의학적 지식이 없으며 연기력이 있는 일반인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일반인이 아닌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단기간 교육으로 환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연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교육모임에 쉽게 소집될 수 있는 현장성을 감안하여 병원직

원을 선택하였다.

선발된 표준화 환자는 간호부 여성 보조원 2인으로 현재 중환자실, 분만실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1인은 전직 보조원으로 가정주부이었다. 이들의 연

령은 각각 44세, 47세, 43세이었으며 병원 근무경력이 평균 5.8년이었다. 이들이

표준화 환자로 자원하게 된 각각의 이유는 자녀가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어 학생

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실제 환자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 흥미로워서, 동

료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또한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선정은 기본간호학을 담당하는 연구자

본인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7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기본간호학 조교 1인으로 하

였으며, 평가에 추가로 필요한 나머지 1인은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락한 경력 15

년의 신경계 병동 수간호사로 선정하였다.

(2) 사례 교육

선정된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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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마비 환자 사례에 대한 간호학 지식 교육

1999년 10월 11일과 14일, 연구자가 편마비 환자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증상,

치료 및 간호, 예후 등에 대한 지식을 표준화 환자 3인과 평가교수 2인에게 2회에

걸쳐 2시간씩 총 4시간 교육하였다.

② 사례에 따른 연기훈련

1999년 10월 19일, 25일 및 11월 1일 등 3회에 걸쳐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수 총

6명이 모여서 사례를 읽고 이에 따른 연기를 훈련하였다. 각각의 표준화 환자가

정확하고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평가교수가 학생을 대신하여 역할을 맡고

표준화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연습을 하였다. 훈련시간은 매회 2시간씩 3회로서 총

6시간이 소요되었다.

(3) 평가방법 교육

평가방법에 관한 교육은 1999년 11월 6일부터 1999년 11월 22일까지 4회에 걸

쳐 각각 2시간씩 총 8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제 1회 교육에서는 평가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모형에 체위변경간호, 등간호,

특별구강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기본간호술을 시범보이고 표준화 환자

와 평가교수가 이를 관찰하며 그 과정을 익혔고, 제 2회 교육과정에서는 1명의 표

준화 환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체위변경간호, 등간호, 특별구강간호의 간호술을 수

행하고 다른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이를 각각 평가하는 과정을 가졌다. 제 3

회 교육에서는 3인의 평가교수가 직접 간호술을 수행하고 표준화 환자가 이를 평

가하였다. 여기서 도뇨와 관장의 경우 침습적 과정에 관한 부분은 연구자가 모형

에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교수 2인이 동시에 평가하며 평가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

여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제 4회 교육에서는 평가자간 신뢰도 향상을 위한 훈

련으로서 사례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표준화 환자가 연기하는 것을 실제

환자와 다름없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전문가들은 표준화 환자가 편마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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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상을 대체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들의 나이가 편마비 환

자의 일반적 나이보다 젊어 보이므로 가능한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 분장해야 한

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외부인에게 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

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동시에 평가하고 이를 비교검토하여 평가자간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이 결과 평가교수들은 간호행위가 평가도구와 조금 틀린 경우 전

문적 관점에서 간호목적과 상반되지 않았으면 비교적 정확히 했음 에 체크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표준화 환자들은 제시된 체크 리스트와 조금만 어긋나도

이를 틀리게 했음 으로 체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체위변경간호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틀리게 하였을 경우나 등간호에서 마사지 동작을 6회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었다. 또한 의사소통평가에

서 간호수행과정을 얼마나 설명해야 하는 가의 설명범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간호기술 수행과정에서 간호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에서 순서가 틀리는 것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마사지 동작에

있어서는 4회가 넘으면 이를 정확히 했음 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에 있어 간호수행과정에 대한 설명은 1회 이상 이행하였으면 모두 정확히 했음

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8) 모의 평가훈련

평가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수에게 교육과 평

가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1999년 12월 7일 경력 1년미만 간호사 3명에게 학생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전과정을 모의 훈련하였다.

모의 훈련후 학생의 역할을 수행한 간호사로부터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수에 대

한 평가, 소요시간, 준비물품 및 진행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피

이드백을 받았다. 간호사들은 수행평가에 있어 제한시간 50분보다 7분 빠른 43분

에 모두 끝냈으며 문제를 이해하고 기본간호술을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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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평가에 있어 학생이 물품을

준비하는 장소와 환자가 누워있는 장소가 가급적 멀리 분리되어야 할 것, 준비대

에 필요한 기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물품이 배치되어 그중에서 학생

이 정확하게 준비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평가되어야 할 것, 평가교수의 위치가 환

자의 머리쪽에 있어야 학생이 간호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너무 움직이지 않

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한 표준화 환자의 경우에도 모의 훈련 후 피드백이 있었는데 먼저 학생들이

환자에게 수행하는 간호술과 관련없는 질문을 여러번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

한 반응과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와 수행과정에서 환자를 불편하거나 아

프게 하였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환

자가 판단하여 문제와 관련없는 질문을 할 경우 귀찮아 라는 말 또는 손을 젓는

행동을 하게 하였고, 학생이 환자를 불편하였을 때, 예를 들면 특별구강간호시 환

자의 입속에서 forcep을 이리저리 돌려 아프게 한다 거나, 체위변경시 환자를 앞

으로 끌어당길 때 꼬집듯이 잡아당긴다 등 실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에 대하여는

틀리게 하였음 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환자에게 전문용어를 사용하거

나,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게 불분명하거나 작은 경우 등도 의사소통능

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의 평가훈련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치우는데 담당

자가 따로 배치되어 정리하는 것이 평가과정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발견

하게 되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평가과정이라 부담이 되었지만

임상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으며 간호수행중 환자로부터 반응

을 느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고, 표준화 환자가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실제 환자 같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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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학습효과 측정에 사용되는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

통능력 측정도구는 전문가 타당도의 검증을 거친 교육 프로토콜을 근거로 제작하

였다. 또한 표준화 환자의 환자역할 타당성에 있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표준화

환자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하여 평가받았는데 그 결과 이들이 실제환자와 다름없

이 행동한다고 검증을 받았다. 평가훈련과정에 있어서는 특정환자에게 간호를 수

행하는 과정을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동시에 평가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평가자간의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 및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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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제 선정
7개 간호항목 12시간 학습

학습목표 설정
24개 학습목표

학습 프로토콜 개발

사례제작
좌측 편마비 환자

표준화 환자, 평가교수

교육 및 훈련

모의 훈련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학습

학습 효과 측정

<그림 2〉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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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효과 검증

1) 연구설계

연구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의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및 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n onequ ivalen t control grou p p osttest design)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방법을 사

용하였다. 비동등성 설계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위한 유한 모집단내에서의 무작위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선택하였으며 실험처치 내용의 특성상 사전조사가 시

험효과(testin g effect)를 나타낼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설계로 하였다. 또한 대조군

과 실험군의 처치 및 사후조사에 대한 실험의 확산효과를 막기 위하여 시간의 차

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설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실험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실습교육을 받은 군이며 대조군

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받은 군이다. 독립변수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며 종속변수는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만족도이다.

<표 2> 연구설계 모형

X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X2 전통적인 학습방법

Ye2 , Yc2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X1 Ye2

대조군 X2 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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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6월 22일까지 경기도 소재 1개 4년제 대

학 간호학과에서 기본간호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2000

년 현재 2학년 전체학생 36명을 실험군으로, 1999년 2학년 전체학생 40명을 대조

군으로 임의표출하였으며 연구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본 연구를 실시하

였다.

실험군 학생 36명에게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실습교육을 하였

으며, 대조군 40명에게는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 실습교육을 하고 각각 사후조사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독립변수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는 연구방법

제 1단계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1999년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조군은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1999년 12월 15일 사후조사를 시행하였고, 실험

군은 2000년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하

고 2000년 6월 20일 사후조사하였다. 이렇듯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실험처치와 사후

조사를 한 이유는 연구대상이 한 교육기관이어서 두 집단을 동시에 조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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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실험의 확산이 우려되어 1999학년도 2학년 학생과 2000학년도 2학년 학생으로

각각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실험군 교육

실험군 교육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교육담당자 2인과 표준화 환

자 2인에 의해 36명을 각 18명씩 분반하여 2회의 반복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과정은 연구자가 편마비 환자의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속의 환자상태에 대한 설

명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간호로서 특별

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 및 의사소통

에 관한 간호수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설명 후 준비되어 있는 표준화 환자에게 연

구자가 각각의 간호기술 및 의사소통활동을 시범보이었다. 학생들은 교수의 시범

을 관찰한 후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각자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의사소통

하며, 간호기술을 수행하는 학습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2인의 교육담당자가

표준화 환자 옆에서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지도하였으며 총 12시간의 교

육을 4회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2) 대조군 교육

대조군 교육은 교수의 시범, 모형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 40명을

대상으로 각 20명씩 분반하여 교육담당자 2인이 2회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과정은 연구자가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

세린 관장 및 의사소통에 관한 간호수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설명후 연구자가 모

형에게 각각의 간호기술 및 의사소통활동을 시범보이었다. 교수의 시범을 관찰한

후 학생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각자 모형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소통하며, 간

호기술을 수행하는 학습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2명의 교육담당자가 이를 관

찰, 지도하였으며 총 12시간의 교육을 4회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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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있어 사후조사는 측정방법으로 인한 학습효과의 오차를

줄이고자 동일하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사후조사 과정은 먼저 제 1장소에서 20분 동안 편마비 환자사례를 제시받고 지

필시험을 통하여 의사결정능력을 평가받았으며, 표준화 환자가 누워있는 제 2의

장소로 이동하여 표준화 환자에게 간호기술과 의사소통과정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에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다. 평가교수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평

가하였고, 표준화 환자의 경우 수행과정 중에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생이 모형

에 도뇨나 관장을 수행하는 동안 각각 평가하였다.

수행현장에서 평가가 모호한 항목은 각 평가도구에 마련된 비고난에 의견을

적어 학생이 시험을 마치고 난 후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함께 협의하였다.

학생들의 평가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학생 1인당 총 50분이었으며 평가 전과정

에 대조군 8시간 20분, 실험군 7시간 30분이 사용되었다.

또한 학습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조군은 전통적

인 학습방법을 이용한 실습교육 12시간이 끝난 1999년 12월에 측정하였으며, 실험

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 12시간이 끝난 2000년 6월에 측정하였다. 연

구대상자 중 대조군은 34명(85 %)이 실험군은 35명(97%)이 각각 설문에 응답하였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DOW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2)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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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하였다

(3) 가설 1), 2), 3), 4)의 검증은 각각 t- test로 분석하였다.

(4) 학습만족도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 s α 계수를 구하였

다.

6) 내·외적 타당도

연구 진행 중에 초래될 수 있는 내·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

이 통제하였다.

(1) 사전조사가 시험효과(testin g effect)를 나타낼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조사로만

검증하였다.

(2) 제 3변수의 개입(h istory)과 성숙의 효과(m atu ration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사후 검사기간을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하였다.

(3) 평가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교수 3

인과 표준화 환자 3인에게 5회의 사례교육 및 연기훈련과 4회에 걸쳐

평가방법에 대한 훈련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의 평가훈련과정을 거치었

다.

(4) 실험의 확산(diffu sion of treatm ent)을 막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년

을 달리하였다.

(5)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표준화 환자 평가과정을 참

관하여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훈련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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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자인 교수가 연구대상 학생들의 기본간호학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후광효

과(H alo effect)를 배제하기 어렵다.

2.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평가에 있어 학생의 개인적 노력이나 연습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3. 학습효과 측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학생들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평가하

였는데 이 때 평가를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을 격리하지 못하여 실험의

확산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4 .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한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측정도구에 있어 전문가 타당도만을 검증하였을 뿐 통계적 신뢰도를 구하지

못하였다.

5. 간호기술 수행능력 측정도구에 있어 각 간호항목의 점수 가중치에 대한 타당성

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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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

습방법의 개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 둘째 개발된 새로운 학습방법의 효과를규

명하고자 가설검증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

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구성주의적 학습관(Meril, 1992)

에 근거하여 수행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며, 학습과정 중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여 학

습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가능한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수업을 운영하

며 동시에 변화를 위하여 의미있는 긴장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1) 학습과제의 선정

학습과제는 실제적으로 표준화 환자 학습방법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데 사례를 통하여 일련의 간호가 시계열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

록 상호 관련적 성격을 띠고 학습과제의 난이도에 있어 단순한 것과 복잡한 간호

가 혼합되도록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 간호, 체위변경

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 및 의사소통이 학습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른

학습시간은 사전 조사에 의하여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및 체위변경간호

각 1시간, 단순 도뇨와 글리세린 관장 각 2시간 30분, 의사소통 3시간으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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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활용한 학습은 총 7개 학습과제 12시간 학습으로 고안되었다.

2) 학습목표 설정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 설정은 7개 학습과제에 대하여 24개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었다<표 3>.

<표 3>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

3) 학습 프로토콜 개발

학습하여야 할 각 간호항목 내용을 프로토콜 형태로 개발하였다. 특별구강간

학습 과제 학 습 목 표

특별구강간호
1. 특별구강간호의 목적을 설명한다
2. 특별구강간호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등간호
1. 등마사지의 기전 및 효과를 설명한다
2. 마사지법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세발간호
1. 세발간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2. 세발간호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체위변경
1. 체위의 목적과 종류를 열거한다
2.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적용한다

단순 도뇨

1. 뇨배설 장애와 관련된 자료를 사정한다
2. 뇨배설 장애와 관련된 간호를 계획한다
3. 단순도뇨의 목적과 적응증을 설명한다
4. 단순도뇨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글리세린 관장

1. 장배설 장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한다
2. 장배설 장애와 관련된 간호를 계획한다
3. 글리세린 관장의 목적과 적응증을 설명한다
4. 정확한 절차에 따라 글리세린 관장을 수행한다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을 정의한다
2. 의사소통 과정을 설명한다
3. 의사소통 과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한다
4. 의사소통의 방법을 열거한다
5.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한다
6. 간호대상자의 의사소통 양상을 사정한다
7. 간호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한다
8. 간호대상자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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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은 각 간호술의 준

비과정/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간호술 수행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의사소통 프로토콜

은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태도와 설명영역으로 분류, 개발하였다<표4 - 표10>.

<표 4> 특별구강간호 학습 프로토콜

특별구강간호
1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세트에 무균적으로 boric 솜, 1/ 2 과산화수소 솜을 담고 곡반,
면봉, 글리세린, 수건을 준비한다.

3 환자에게 가서 특별구강간호를 시행하는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수건을 턱밑에 깔고 얼굴을 옆으로 하여 과산화수소 솜으로 혀의
백태를 제거하고 boric 솜으로 입안을 고루 잘 닦아준다

5
forcep이 입속을 아프게 찌르거나 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솜의 가운데를
잡고 부드럽게 닦는다

6
필요하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술에는 면봉으로

글리세린을 발라준다

7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표 5> 등간호 학습 프로토콜

등 간 호
1 손을 씻는다

2
등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목욕수건, 마사지 알콜, 파우더, 베개)

3 환자에게 가서 등간호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4
반대편 side rail을 올려주고 베개를 이용하여 환자를 지지하도록 하며
모로 눕힌 후 등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수건을 깐다

5

손에 마사지 알코올을 적당량 묻혀 허리부터 목의 방향으로 힘있게
마사지를 하며 상박을 돌아 아래로 내려온다.
유날법, 마찰법, 경타법을 골고루 사용하여 근육을 주무르고 견갑골,
경추등 뼈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문지른다

6 마사지 동작을 6회 반복한 후 파우더를 고루 발라준다

7 목욕수건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며 주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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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발간호 학습 프로토콜

<표 7> 체위변경간호 학습 프로토콜

체위변경간호
(간호사의 반대쪽으로 돌려 눕히는 법)

1 손을 씻는다

2
베개를 2개 이상 준비하여 환자에게 가서 체위변경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3
반대편 side rail을 올려주고 환자 가까이 서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고 약간 어긋나게 서서 기저부를 넓힌다

4
한팔은 환자의 어깨밑에, 다른 한팔은 환자의 등밑에 넣어 환자의
상체를 약간 끌어오며 다시 허리와 무릎밑에 팔을 넣어 하체를 끌어온다

5
간호사쪽에 있는 팔은 가슴위에 얹고 반대편 팔은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옆에 놓도록 한다. 간호사쪽의 다리를 반대편 무릎위에 얹도록 한다

6
환자의 어깨와 둔부를 잡아 반대편으로 밀고 측위의 신체선열을 맞추어
준다

7
베개를 등, 팔, 무릎 등 압박부위에 받쳐주며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세 발 간 호

1 손을 씻는다

2 세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세발기, 수건, 샴푸, 드라이어, 빗, 방수포)

3 환자에게 세발에 대한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4
가능하면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간호사 가까이 침대 가장자리로 옮기고

베개를 머리밑에 넣어 머리를 낮추고 머리밑에는 방수포를 깐다

5 머리를 적신후 샴푸를 발라 거품을 내고 물로 깨끗이 헹군다

6 머리를 수건으로 잘 닦고 건조기를 사용하여 빨리 말린다

7 머리를 잘 빗어 정리하고 환자주변을 정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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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단순도뇨 학습 프로토콜

단 순 도 뇨

1 손을 씻는다

2
d ressin g set, n elaton catheter # 7 또는 #8, 소독장갑, H ole tow el,
소독된 곡반, 반홑이불, 방수포를 준비한다

3
d ressin g set을 열고 boric 솜과 nelaton catheter , su rgical jelly를
무균적으로 담는다

4 환자에게 가서 단순도뇨 시행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한다

5

환자에게 칸막이를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후 하의를 벗도록
도와준다. 반 홑이불을 이용하여 환자의 회음부위를 대각선으로 덮어
주고 배횡와위(d or sal recu m ben t p osition)을 취하게 한다.
둔부밑에는 방수포를 깐다

6
d ressig set을 열어 H ole tow el을 무균적으로 떨어뜨리고 곡반을 소독

적으로 꺼내어 회음부위 앞에 놓는다

7 멸균법으로 소독장갑을 낀다

8 H ole tow el을 꺼내어 환자의 회음부를 덮는다

9
왼손 엄지와 시지로 회음부위를 벌리고 오른손으로 forcep을 잡고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잘 닦는다

10
카테터 끝에 su rgical jelly를 충분히 묻혀 8cm정도 요도구에 넣는다.
이때 환자에게 아 하는 소리를 내도록 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

11
소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곡반에 소변을 받고 소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카테터를 forcep으로 꼭 눌러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해서 뽑는다

12 사용한 물품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고 주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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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글리세린 관장 학습 프로토콜

글리세린 관장

1 손을 씻는다

2
rectal tu be # 14-#20, 글리세린, 물, 관장용 주사기, p oly glove, 윤활제,
곡반, 방수포, 휴지를 준비한다

3
수온계로 물의 온도 40.6-43.3℃를 확인한 후 rectal tu be을 주사기에
연결하고 주사기 내관을 빼어 글리세린 20㏄와 물 30㏄를 넣는다

4 주사기 내관을 끼우고 물과 글리세린을 잘 섞는다

5 환자에게 가서 글리세린 관장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한다

6
스크린을 치고 환자의 하의를 벗긴후 나머지 부분은 따뜻하게 덮어주며

좌측 씸스위(Sim ' s p osition )를 취하도록 한다

7

p oly glove를 끼고 카테터 끝에 윤활제를 바르고 항문에 잠시 끝을

대었다가 괄약근이 이완되면 배꼽을 향한 각도로 8-10cm 삽입한다.

이때 환자에게 아 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

8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도록 환자에게 설명한다

9

관장액이 다 주입되면 카테터를 꼭 잡고 한 손은 휴지를 대고 항문을

누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카테터를 서서히 뺀다. 이때 항문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10 적어도 15-20분간 그대로 누워있도록 격려한다

11
시간이 지난 후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관장의
결과를 관찰하고 회음부위와 둔부를 깨끗이 하도록 도와준다

12 사용한 물품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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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사소통 학습 프로토콜

의 사 소 통

1 대상자를 처음 만날 때 이름과 소속을 대며 자신을 소개한다

2 간호수행 과정에서 따뜻하며 전문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환자의 상황 및 제공되는 간호에 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

명을 한다

4 간호수행 과정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준다

5
간호수행 과정이 끝난 후 대상자에게 수고하였다는 등의 격려의 말을 하고

끝마침을 알린다

4) 사례 제작

표준화 환자가 연기할 사례는 임상전문가 집단에 의해 신체상 특징이 뚜렷하고

기본간호의 요구가 높은 좌측 편마비 환자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본의 개발은 입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편마비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다. 대본에는 환자의 증상, 학생과

대면시 환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 말투, 의상, 분장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부록

1>.

5) 학습효과 측정도구 개발

학습효과의 측정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인지

적 영역의 평가는 제시된 사례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과 기본간호술을 결정하

는 의사결정능력을 통하여, 심동적 영역은 6가지 간호기술 수행과정을 통하여, 정

의적 영역은 간호기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능력을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의사결정능력의 측정도구는 학생들에게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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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미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적절한 간호술을 제시하도

록 하는 지필시험 형태로 개발되었다.

간호기술 수행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개발된 학습 프로토콜을 3점 척도화한

체크 리스트로 개발되었으며 평가교수 측정도구는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

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각 7개 항목을 모두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표

준화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자신에게 직접 수행한 간호술 만을 측정

하도록 하여 준비과정을 뺀 각 5개 간호항목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의 측정도구 역시 학습 프로토콜을 척도화하여 5점 척도 체크 리

스트로 개발되었으며 학습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5점 척도 24문항의 질문지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부록2 - 부록9>.

6)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 교육 및 훈련

표준화 환자의 모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자 보조원 2인과 전직 보조원

이었던 1인이 환자 역할을 자원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평가를 담당할 평가교수로

는 연구자 본인과 기본간호학 조교 1인, 신경계 병동 수간호사 1인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편마비 환자사례에 대한 의학적 지식 교육 4시간, 대본에 따른 연기훈

련 6시간, 학습평가에 관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총 18시간에 걸친 교육이 이

루어졌다. 특히 학습평가에 관한 교육은 4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제 1회 교육에

서는 평가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모형에 체위변경간호, 등간호, 특별구강간호, 단

순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기본간호술을 시범보이며 이를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수

가 관찰하였고, 제 2회 교육은 1명의 표준화 환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체위변경간

호, 등간호, 특별구강간호의 간호술을 수행하며 이를 다른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

수가 각각 평가하는 훈련을 하였다. 제 3회 교육에서 3인의 평가교수가 직접 간호

술을 수행하고 표준화 환자가 이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교육에서는 평가자간 신

뢰도(in terater reliability)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사례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전문

가 집단이 표준화 환자가 연기하는 것을 관찰하여 실제환자와 다름없는지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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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또한 연구자가 다른 외부인에게 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교수

와 표준화 환자가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자 간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다.

7) 모의 평가훈련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에게 학생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효

과를 측정하는 전 과정을 모의 훈련하였으며 훈련이 끝난 후 학생의 역할을 수행

한 간호사로부터 표준화 환자와 평가교수에 대한 평가, 소요시간, 준비물품 및 진

행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피이드백을 받았다.

모의 평가훈련 결과 수행평가시 환자 및 교수의 위치, 물품의 배치에 대한 재편

성과 평가시 기준이 불충분한 항목에 대한 논의 및 진행과정상의 효율성 등에 재

검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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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효과 검증

결과의 두번째 단계로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를 가설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질성 검증은 1학년 전체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표 11>.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학년 동안 총 41학점 72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이 결과 나타난 성적의 평균점수가 실험군 3.20, 대조군 3.20으로 동일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1, p =.996).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성적에 있어 동질한 집단이었다.

<표 11> 실험군과 대조군의 1학년 성적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1학년 성적 3.20±.48 3.20±.40 .01 .996

2) 가설검증

가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능력을 대상자의 간호문제에 있어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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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능력과 그에 따른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같다 <표 12>.

먼저 환자사례에서 간호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파악능력은 최저 0점에서 최

고 20점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실험군은 13점, 대조군은 10점으로 나타나 실험군

의 평균점수가 대조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4.92, p =.000). 또한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세발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총 6개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나

타날 수 있는데 실험군은 29점, 대조군은 27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79, p =.008).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

한 학습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결정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표 1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결정능력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자료파악능력 13.00±2.89 10.00±2.43 4.92 .000

기본간호술 제시능력 29.17±1.89 27.50±3.20 24.79 .008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각각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사례에서 세부영역별

자료파악능력 정도는 체위변경간호(t=2.51, p =.015), 등간호(t=3.38, p =.001), 단순

도뇨(t=3.17, p =.002), 글리세린 관장(t=3.35, p = .001)에 있어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구강간호(t=1.88, p =.064)와

세발간호(t=.62, p =.538)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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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실험군과 대조군의 세부영역별 자료파악능력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특별구강간호 2.19±0.82 1.85± .77 1.88 .064

등간호 1.61± .90 .90± .93 3.38 .001

세발간호 1.08± .50 1.02± .28 .62 .538

체위변경간호 2.56±1.71 1.78± .77 2.51 .015

단순 도뇨 2.58± .60 1.98±1.00 3.17 .002

글리세린 관장 2.97± .17 2.48± .88 3.35 .001

또한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에 대하여 등간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실험군이 4.58, 대조군이 2.88로 실험군의 제시능력이 대조군보다 뛰어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000, p = .001).<표 14>.

<표 14>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본간호술 제시능력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특별구강간호 5.00±.00 5.00± .00 .00 .

등간호 4.58±1.40 2.88±2.50 .000 .001

세발간호 4.58±1.40 4.88± .79 1.101 .276

체위변경간호 5.00±.00 4.88± .79 1.000 .323

단순도뇨 5.00±.00 4.95± .32 1.000 .323

글리세린 관장 5.00±.00 4.67± .19 1.00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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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간호기술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기술 수행능력 점수를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15>. 학생들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은 체위변경간호, 등간호,

특별구강간호중 2항목과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 중 1 항목을 선택, 총 3항목의

간호기술을 수행한 점수의 합으로서, 최저 0점에서 최고 72점까지의 점수로 나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65점, 대조군 59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

조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45, p =.000).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

한 학습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

설 2는 지지되었다.

<표 15>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간호기술 수행능력 64.69±5.81 58.90±5.49 4.45 .000

간호기술 수행능력을 보다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16>.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에 있어 간호기

술 수행능력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구강간호는 실

험군 22점, 대조군 20점으로, 등간호는 실험군 23점, 대조군 20점으로, 체위변경간

호는 실험군 22점, 대조군 19점으로, 단순 도뇨는 실험군 22점, 대조군 21점으로,

글리세린 관장은 실험군 21점, 대조군 18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보다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특별구강간호, t=3.28, p =.002;

등간호, t=2.62, p = .013; 체위변경간호, t=3.93, p = .000; 단순 도뇨, t=3.29, p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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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 관장, t=3.58, p =.001).

<표 16> 실험군과 대조군의 세부영역별 간호기술 수행능력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특별구강간호 22.20±2.17 19.93±2.96 3.28 .002

등간호 22.62±1.40 20.07±4.14 2.62 .013

체위변경간호 21.52±2.80 19.08±2.02 3.93 .000

단순 도뇨 22.39±1.46 20.65±1.92 3.29 .002

글리세린 관장 20.72±1.07 18.47±2.43 3.58 .001

가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태도 영역과 설명 영역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17>. 의사소통의 태도 영역은 최저 4점

에서 최고 20점까지의 점수로 나타나는데 실험군 18점, 대조군 16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8,

p =.000). 의사소통의 설명 영역은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의 점수로 나타나는

데 실험군 27점, 대조군 23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50, p =.000).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54



<표 17>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능력의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태도영역 17.67±1.59 15.80±2.45 3.98 .000

설명영역 26.53±3.18 22.68±4.25 4.50 .000

가설 4 .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8>. 학습만족도

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까지의 점수로 나타나는데 실험군은 98점, 대조군 96

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 .08, p =.394).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표 18>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만족도 비교

특성
실험군(n =36) 대조군(n =4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학습만족도 98.23±10.56 95.79±12.84 .08 .394

그러나 학습만족도 24문항 중 수업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겼다 에 대한 항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2.41, p =.019),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를 판

단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학습방법의 만족도에 있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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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평균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19>.

<표 19> 학습만족도 각 항목별 평균점수 결과

*p < .05

내용
실험군(N =35)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 =34)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1. 나는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2. 수업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

3. 수업분위기는 좋았다

4. 수업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교재, 부교재는 적절했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7. 매 수업시간에 제시된 학습의 양은 적당하였다

8. 매 수업시간의 학습의 진행속도는 적당하였다

9. 학습내용이 흥미로웠다

10. 교수방법은 이해하기 쉬웠다

11. 교수는 가능한 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12. 학습내용을 이끌어가는 여러 교육자료가 적절히

구성되었다

13. 지금의 학습방법은 별도의 도움없이도 이해되었다

14. 학습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 성취되었다

15. 수업을 통해 실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생겼다

16. 수업을 통해 환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17. 수업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이 생겼다

18. 과제나 시험결과에 대해 교수의 적절한

feedback이 있었다

19. 과제물의 내용과 양은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

움이 되었다

20. 수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21. 수업평가방법은 합리적이었다

22. 제시된 수업평가의 기준은 명확하고 적절하였다

23. 지금의 학습방법에 만족한다

24 .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

4 . 54± .56

4 . 40± .81

4 . 34± .64

4 . 00± .69

4 . 06± .64

4 . 43± .56

3. 89± .80

3. 66± .80

4. 40± .85

4. 38± .55

4. 51± .56

4. 26± .61

3. 83± .75

4. 03± .66

3. 80± .76

3. 54± .74

3. 49± .66

4. 03± .75

4. 06± .80

4. 14± .69

4. 09± .56

4. 03± .62

4. 06± .64

4. 40± .55

4. 47± .75

4. 26± .83

4. 21± .91

4. 00± .74

3. 94± .74

4. 50± .56

3. 76±1.07

3. 76±1.02

4. 15± .78

4. 26± .71

4. 41± .66

3. 97± .76

3. 74± .86

4. 09± .71

3. 79± .69

3. 24± .96

3. 09± .71

4. 03± .67

4. 00± .89

3. 97± .72

4. 03± .72

3. 91± .75

3. 88± .98

4 . 32±1.04

2.41 .019*

56



또한 서술식 문항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수행평가에 관하여 학생들이 환자

를 만났을 때의 느낌 , 표준화 환자 방법 평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 , 표준화 환자

방법과 기존의 평가방법의 비교 등에 관하여 3개 항목을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학

생들은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어려웠다 20명(28.2 %), 협조적이었다

51명(71.9 %), 환자가 실제 환자같았다 46명(64.8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표준화 환

자를 활용한 평가에 관하여는 64명(90.1%)의 학생이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하였으며 54명(76.1%)의 학생이 기존의 평가방법보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수

행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느낌을 서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간호학과 2학년 학생에게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7개 학습과제 12시간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의 학습을 받았을 때보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기본간호술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높았으며,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

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글리세린 관장의 5항목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높았다. 의사

소통능력에서도 전문인으로서의 태도와 환자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각각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학습만족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습방법과 차이가 없었는데 단,

학생들은 환자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으며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수행평가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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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논 의

실무능력에 대한 학습으로서 학생들은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통하여 대상자에

게 제공되는 간호학적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며, 임상실습에서 이를 대상자

에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데 현재의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에 나아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기본적인 간호술이나 의사소통조차도 적절하게 수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들의 실무능력 학습에 있어 학생들의 임상현장 적응

여부와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미숙함이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학습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상황학습을 개발하여 이를 기본간호학 실습교

육과정에 적용하였으며,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업만족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학습 개발과정과 효과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 결과들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학습의 주요 목적이 학생들

에게 자신이 수행한 간호술이 사례 속의 대상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 결과를 직

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환자사례의 개발은 실제적으로 표준화 환자

학습의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 개발과정에서

는 학습대상자가 전공과목을 처음 접하는 2학년 학생이므로 복잡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례는 지양하였다. 그러나 기본간호학에서 기대하는 학습의 결과

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기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표준화 환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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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질환과 관련된 지식부족은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는 구성주의적 학습의 하나인 문제중심학습에서 상황이나 문제에 대

한 사전지식이 가장 부족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창의성이 뛰어나며 교육적으로 높

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Dick, 1992).

본 연구에서 사례를 개발하는데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시간적 배열형태로 나타내므로 특정 간

호술 만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간호술 교육에 있어 유사한 과정을 함께 학

습하는데 있어 제한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체위변경간호를 교육함에 있어 좌

측(또는 우측)으로 누울 때와 똑바로 누울 때의 체위변경간호 교육내용이 다소 달

라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과정의 학습에 대하여 교수의 강의와 시범

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한가지 기본 간호술 수행에 있어 여러 과정이 있을

경우 보다 세분화된 학습 프로토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뇨와 관장에

있어서도 단순 도뇨와 글리세린 관장에 대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기타 유치도뇨

(foley catheterization)와 배출관장(clean sin g en em a)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다음 수업에서 연결되어서 학습의 계속

성을 유지하며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의 개발은 임상상황 속에서의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근거로

하므로 간호교육자와 임상간호 실무자가 함께 협의하여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개발과정에서 3인의 임상실무자가 참여하여 사례의

상황성과 실제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대상학생이 2학년 학생들이어서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

한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기본 간호술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간호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표준화 환자 학습의 특성인 통합적 문제해결 및 전인적 간호에

대한 학습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데 있어 타 전공과목과의 연합적 접근의 모색이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표준화 환자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편마비 환자사례는 외형적 변화가 분명하여

환자의 특징을 실연하기가 용이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되는 연령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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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의 비만한 상태가 대부분인데, 본 연구에서 선발된 표준화 환자들은 외양

적 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준화 환자교육에게 9회의 교육 및 훈련과정과 최종

모의 평가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선발된 표준화 환자 3인 중 2인이 직

장과 가정을 병행하고 있는 주부이었고, 3교대 근무자들이어서 이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근무번 조절을 위하여 해당 병실 수간

호사의 협조를 구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표준화 환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교육 및

평가에 충실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가능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써,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는 표준화 환자 p ool을 만들어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

로서 표준화 환자를 양성하고 이를 여러 대학에서 공동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Rezn ick et . al., 1993),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표준화 환자 대상자들은 편마비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이해하

였으나,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가에 있어 교육적 관점을

확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즉, 표준화 환자 교육은 학생들이 환자 앞에

서 느끼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 위축감등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

도록 돕는데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데(Stillm an et . al., 1990a), 표준화 환자

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강의나 설

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모의 평가훈련에서 학생을 대신하여 수행한 간

호사들의 반응을 통해 표준화 환자들은 환자-학생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

였으며,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표준화 환자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실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험을 통하여 환자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행

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lb 와 Shu gart(1984)는 표준화 환자의 훈련에

있어 참여한 모든 인력이 자신의 역할과 규칙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되어야 하

며, 평가자간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9회의 모

임을 통하여 서로 익숙해지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충분하였다고

사료된다. McDow ell(1984)의 연구에서도 표준화 환자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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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N u rse Practioner를 통해 표준화 환자와 학생이 상호활동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Sloan 등(1996)은 충분한 훈련과정과 평가연습을 거친 표준화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으며, 표준화 환자간의 신뢰도를 측정

한 Sp earm an -Brow n Form u la 값이 0.8-0.9로 높았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표준화 환자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정과 전문가 타당도를 거

쳐 평가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되나 통계적인 신뢰도를 구하

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추후 연구로서 신뢰도 검증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교육과 학습준비로 인한 비용의

소모가 예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표준화 환자로 활용하였으므로

평가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3년

캐나다에서 120명의 의과대학생에게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20개의 과제를 평가

받을 수 있는 OSCE를 개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 1인당 약 460 Can adian

d ollar s가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Rezn ick, et . al., 1993), 우리나라의 경우 102

명의 의과대학생에게 8개의 과제를 평가한 OSCE 과정에서 학생 1인당 약 75,000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박훈기, 김동원, 김덕선, 최호순 및 김경태,

1998). 교육에 있어 비용의 사용은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

구가 계속되어 표준화 환자 방법의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평가에 있어 측정은 잘했음, 틀리게 했음, 안했음의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H arden 과 Blackw ell(1988)이 의과대학생 수행평

가에 있어 p erform ed satisfactorily , n ot satisfactorily , n ot attem p ted 로 나눈

방법과 일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cMaster 간호대학에서는 p ass , fail 의 두단

계로 점수를 산정하였으며(Brow n, Steven s, Robert & Rankin, 1999), Sloan등

(1996)은 n ot p erform ed 에서 p erform ed w ell 까지 4단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표준화를 활용한 학습의 개발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습에 있

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은 수행중심의 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의

제공과 자신의 실무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론을 실무에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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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전문적 이론에 대한 교육이 경시

될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습교육에 있어 전문지식

탐구를 위한 이론 교육과 수행중심의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 각각의 장점을 취사

선택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가설검증의 결과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란 실천적 훈련으로 사고의 인지적 과정은 모든 실천적 간호행위와 불가

분하게 연결된다(김혜숙 과 신경림 역, 1998). Benn er (1984)는 자신의 저서 from

n ovice to exp ert'에서 초보자와 숙련자를 구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사고기

능과 실무기능으로 제시하였다.

간호사가 실무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위는 대상

자의 요구에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판단과정인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 속에서 간호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간호를 판단하게 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 학

습이 고등사고과정의 하나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평가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을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의

사결정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또한 학생의 자가

평가 중 수업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는 항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사정 과목에서 실제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 학

생과 관습적인 방법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의 순서대로 학습한 학생을 비교

한 결과 사례를 접한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는 W ales & Skillen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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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기 위하여 Decision-m akin g Task Com p lexity m odel을 만들어 이를 41명의

간호사에게 적용한 결과 상황의 복잡성과 모호함, 갈등, 변화가 의사결정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한 Lew is(1997)와 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하고 있다. Snyd er등(2000)은 시나리오를 읽고 동료 학생과 짝이 되어 서로 연

기하며 훈련하도록 고안된 학습방법이 기존의 강의식 학습보다 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하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사고력 증진을 위한 학습에서 학

습의 상황성, 구체성을 중요한 증진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자가 현실적 상황에서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에 당면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때

학습의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며 인지 영역에 오래 기억된다는 Tann er (1999)의

주장과 일치하며, 사고력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학습이 일어날 때 보다 향상되

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된다는 학습의 전이이론과 같은 관점이라 할 수

있다(Bru ner, 1986).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과 복잡성을 가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결

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입증하였으나 자료파악능력

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별구강간호와 세발간호에 있어서는 실험군과 대조

군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특별구강간호 자료수집의 경우 입에

서 악취가 난다 등 매우 직접적인 묘사가 되어 있었으며, 세발간호의 경우에도 사

례에서 머리가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있다 고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간호요구를 발

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사례개발에 있어 지나

치게 단순하거나 직접적인 간호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고능력 증진의 학습효

과를 떨어뜨리므로 보다 암시적 표현과 맥락적 단서가 삽입될 수 있도록 세심하

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의 또 다른 변수인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에서는 등간호가 실험군과

대조군 평균점수에 유의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 등간호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에 있어 특히 효과적인 이유를 분석해보면 사례에서 나타

난 등간호 자료가 체위변경간호에 있어 문제상황과 유사하여 스스로 자세를 바꾸

지 못하며 , 편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상황 , coccxy area 피부가 발적되어 있는

등 제시된 자료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수업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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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하고,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접 수행해보지 않은 대조군 학생들은 하나의

자료는 하나의 간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판단을 하여 체위변

경간호만을 제시하였음에 반해 실험군 학생들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체위변

경간호와 등간호의 두가지 기본간호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에

게 단하나의 올바른 답 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맥락적 상황속

에서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Mackie 와

Grah am (1996)의 견해와 일치하며 간호교육의 실패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학습환경

이라고 지적한 Kram er (1978)와도 그 관점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평가는 임상실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근거로

하였는데 임상실무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능력의 과정을 보면 목적을 규명하고,

기준을 설정하며,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며, 조정과 중재를 수행하고, 결과

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김문실, 1996).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단

서를 찾고 이를 판단하여 간호술을 결정하는 단순한 형태로 의사결정과정이 제시

되어 실무현장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학습하는데 있어 단계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을 모두 거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개발에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9명의 N u rse Praction er를 대상으로 한 Bram ble(1994)의 연구에서 상황학

습의 효과가 일반적인 강의학습과 지적 영역의 평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는데, 이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임상 실무자인 경우 의

사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례를 통한 의사결정능력의 학습은 경력이 많은 간호사보다는 신규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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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현실상황 속에서 자신

의 지식이나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은 간호기술의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전통적인 방

법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는데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위변경간호, 단순 도뇨

및 글리세린 관장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간호기술에 있어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캐

나다 McMaster 간호대학에서 200명의 학생에게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간호실무

교육을 하였을 때 신체사정, 간호기술 및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기존의 모형실습보

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Brow n & Robert, 1990), Love

등(1989)이 투약, 도뇨 등의 10가지 간호기술에 대하여 상황학습과 실습실에서의

학습을 각각 비교한 결과 상황학습을 한 실험군이 1개월 및 4개월 후 평가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 또한 1990년 미국과 캐나다의

94개 의과대학에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결과 신체사정, 면담기술, 환자교육 등

의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Stillm an et . al. 1990a), 이밖에 간호학과 의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An an d am & Kelly,

1990; Barrow s & Abrah am son, 1964; Crom w ell, Prid dis & H in d le, 1998; Foley et

al. 1997; H arden & Blackw ell, 1988; Kolb & Shu gart, 1984; Lin d ey & Stritter,

1990; McDon ald, 1987; Simek-D ow nin g, Qu irk & Leten dre, 1986; Sloan,

Donn elly & Schw artz, 1996; Stillm an et . al. 1990b; Verginis, Diom id ou s &

Mantas, 2000; W ales & Skillen,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OSCE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임상

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일차의료에 있어 중요한 수행 평가였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박훈기 등, 1998), 서보양, 이두진, 권굉보 및 강복수(1998)의 연구에서도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임상 수기술, 의사소통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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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상과 같은 많은 연구결과는 심동적 영역의 기술습득에 있어 반복훈련을 통하

여 기술을 강화하는 학습방법보다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학습이 기술을 내면화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임을 나

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표준화 환자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학습방법으

로는 구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되기 어려운 수행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다는 점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 모든 간호기술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학습과제로서 학생들에게 교육되었

다. 즉, 수행의 시작과 끝마침의 단계에서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며, 환자의

편안함과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며,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시행

되는 여러 처치들로 인해 시작 전후 손씻기 교육이 강조되었다. 특히 도뇨와 관장

수행시 근육을 이완하고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아 하는 소리를

내도록 하는 점 등은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

습에서는 실제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강현숙 등, 1999; 손영희 등, 1997, 장옥자,

1998; 홍근표, 강현숙, 임난영, 오세영 및 정현숙, 1990).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는 간호기술 학습에 있어 수행결과에 대한 평

가를 간호를 제공하는 학생들의 관점이 아니라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관점에

서 평가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대상

자 중심의 간호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간호의 질적 향상을 기하게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행과정은

Bjork이 간호행위 분석연구(1999)에서 복부 수술후 환자의 조기이상을 위하여 간

호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를 관찰한 결과 간호사가 단순히 기술(techn iqu e)

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상황에 적절하게 끊임없이 조절, 적용하며

돌봄의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는 간호사가 기술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실재성, 연관성, 정확성, 능숙성, 통합성 및 돌봄의 행위가 필

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간호기술 수행능

력 학습과정에서 이러한 간호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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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함으로써 강규숙(1996)이 지적한 모듈이나 모형을 이용한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그 순서를 그대로 외워서 평가받으려 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순서

를 외워서 그대로 시험볼 수 없는 상황의존적인 실제 활동이였으므로 평가에 대

한 객관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간호기술 수행능력의 교육은 기술의 정확성이나 능

숙성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상황에 적절하게 기술을 조절하는 능력과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습에 대한 평가 역시 기술적 능력

과 대상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통합적 학습과 평가는 간호가 단순히 기술

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성찰을 동반하는 실무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Brow n 과 Robert의 연구(1990)에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이 실습실에서 모

형을 이용한 경우보다 의사소통의 학습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일치하

며 표준화 환자와 표준화 의사를 비디오로 찍어 간호사 48명에게 교육한 결과 강

의교육보다 의사소통기술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Foley, et . al.,

1997). 59명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기술을

교육한 연구결과(Sloan et . al., 1996)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집단이 강의식

교육보다 면담기술 및 과거력 기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지역사회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생에게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실습을 한 결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실습을 한 학생보다 면담기술, 초점의 파악,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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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훨씬 높았음을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Simek-D ow nin g, et . al, 1986).

이는 잘 구성된 표준화 환자일 경우 의사소통에서의 학습목표를 실습실이나 실제

상황보다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을 세분하게 분석한 결과 학생들

은 간호시행의 시작과 끝의 과정에서는 비교적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간호수행

과정 중의 의사소통에 대하여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 간호중재 중 상황을 계속 설명하여 주었다 는 항목이었는데 이는 학

생들이 자신의 행위에만 몰두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대상자를 충

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숙함은

모형이나 관계가 익숙한 동료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모형에게 학생 혼자 하는 일방적인 대화에 치료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포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Deeny 와 McGu igan (1999)은 암환

자와 간호사와의 치료적 의사소통 연구에서 의사소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듣어 주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렇듯 잘 들어주는 일은 실제 대상자가 없

이는 불가능한 학습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학생들

에게 치료적 의사소통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

였다. 특히 처음 상호관계를 시작할 때 이름을 대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간호를

수행하면서 환자에게 과정을 설명하는 것, 끝났음을 알리고 환자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의사소통의 훈련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주도적 입장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더불

어 학생의 설명이 잘 이루어졌을 때 표준화 환자가 보여주는 감사의 표시는 학생

들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간호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정서, 가치, 태도, 행동양상 등의 정의적 영역

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반면 이에 대한 측

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가 짧은 기간 내

에 도달되지 않으며 학습 후 곧 바로 평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들을 개별

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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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이무상, 1997). 본 연구에서는 지필시험이나 부분적인 평가에 그쳤던 의사소

통능력의 평가에 있어 학생들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전 과정을 직접 관찰, 평

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중의 하나로 학생들의 학습의 성취도, 또는 학습만

족도가 있는데(이성호, 1988), 본 연구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학습

만족도는 기존의 학습방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98.2이었고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95.8로 실험군의 평

균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았다. 실험군 학생들은 특히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

며, 학습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자료가 적절히 구성되었다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업을 통해 간호를 수행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를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tillm an 등의 연구

(1990b)에서 표준화 환자 방법은 학생들에게 다른 수업방법에서 찾을 수 없는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우 현실적이고 다양한 실제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의 만족

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보건교육 수업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경우 관찰학습을 한 경우보다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Sh arp et . al., 1996). 또한 McDon ald (1987)는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의 학습보

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고 표현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를 받은 의과대학생이 감격하였다 좋았다 는 반응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박훈기 등, 1998).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학생

들은 자신이 경험한 표준화 환자에 대해 긍정적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환자를 대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긴장하였으며, 자신이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또한 서술식 문항에서 20명의 학생(28.2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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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고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와의 관계에서 긴장된 모습을 보이

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표준화 환자방법이 모형실습보다 학생들에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연구보고(Ross et . al., 1988)와 표준화 환자방법에

대하여 교수들은 학생들이 다른 학습방법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학생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Bujack, McMillan , Dw yer & H azelton , 1991). Bell(1991) 역시 실습시 나타나는

상황의 복잡함과 환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간호술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실

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각 문항 5점 만점에 4.09, 3.99로 각각

높아 이들의 차이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실험의 확산효과를 제거하고자

평가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로서 표준화 환자 교수방법의 큰 장

점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학습만족도 도구의

내용이 대부분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문항들이어서 학습의 과정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표준화 환자 교수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사료

된다. 이에 대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에 있어 이에 적절한 학습만족도 평

가준거의 개발과 구체적인 도구개발이 추후 연구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외국의 연구결과이고, 또한 학생들이 표준화 환

자를 만나는 과정은 대인관계와 관련한 개인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므로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만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 학생중 64명(90.1%)이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의

견을 제시하였으며 54명(76.1%)의 학생이 기존의 평가방법보다 표준화 환자를 활

용한 수행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Sloan 등(1996)

이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평가

에 있어 74 %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박훈기 등(1998)의 연

구에서 보고된 65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Stillm an 등(1990b)의 연

구에서는 97%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 평가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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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를 통한 평가에 대해 자신의 만족감과 상관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좋은 수행평가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학습방법으로서 환

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내용 개발 및 가설검증에 있어 제반 문

제를 논의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임상상황

과 유사한 사례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세밀한 학습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단계적으로 교육, 훈련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환자와 같

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평가자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개발 결과 한 학습과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학습 프로토

콜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표준화 환자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건이 가능한

대상자의 모집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두 번째 단계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 검증과

정은 학생들이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규명하고,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수행평가에 있어 제시된

사례가 신체적 간호에만 집중되어 학생이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능력이나 간호술

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여러 방안의 모색 및 적합한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의 의의

다음은 본 연구 결과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의 이론, 연구 및 실무적 측

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간호 이론면에서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에 관한 새로운 학습방법의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간호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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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자극과 반응에 기초한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인지과정을 발달시키고, 사회 환경속에서 자신의 앎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도록 고

안된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방법은 우리나라

간호 교육분야에 있어 처음 시도된 상황학습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간호지식의 실

천적 능력을 높이며, 구체적인 간호학적 원리와 지식을 생성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학습과정은 간호가 실천적 과

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론으로서 생성되는 학문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간호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간호의 가치를 학생 스스로 인

식하게 되며 간호학적 앎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간호 연구면에서 본 연구는 von Glaser sfeld의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근거로 이

를 간호교육에 적절하도록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그동

안 우리나라 간호교육에 있어서 인지학습이론을 적용한 학습방법은 다양하게 모

색되어 왔으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 대한 설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학습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

도록 하였으며, 간호학생들에게 상황성과 실제성이 깃든 실무능력을 학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의 평가에 있어서도 지필시험으로는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정

의적 영역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방법으로서 본 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방법은 그동안 많은 간호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 연구결과가 거의 제시된 바 없는 실무중심의 학습의 일환으로, 구체적

으로 환자사례 개발 및 표준화 환자 훈련, 평가도구 개발 등 일련의 학습과정이

일정한 형식으로 개발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

습개발과정은 추후 실무중심의 학습개발에 있어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화 환자의 모집과 훈련과정에 대한 단계적 교육방법과 이에 대

한 논의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에 있어 교육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실무 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방법은 구체적인 간호활동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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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대상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간호의 실천적 목표를 달성

시키고,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대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

는데 기여할 것이다.

환자의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은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판

단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상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간호수행 과

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 상황에서 대상자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체험은

단순한 지식 전달식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자신의 실무능력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기술 수행에 있어 대상

자와의 상호작용은 대상자에게 단순한 기술의 제공이 아닌 관련성, 능숙성 등이

통합된 돌봄에 대한 높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 간호를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전문가로서의 과정을 걷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과 같은 간호사의 중요한 자질을 교육함에 있어 의사소

통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과 지필시험이 아닌 구체적 행위과정을 관

찰하는 학습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이들이 간호실무자로서 일하는데 보다 능숙하

고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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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

하고, 이러한 학습방법이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기간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경기

도 수원소재 A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임의표출하여 1999년 2학년 학생 40명

과 2000년 2학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단계와 개발된 표준화 환자 학습방법의 효

과를 가설 검증하는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로서 학습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은 1998년 8월 특별구강간호, 등간호, 체

위변경간호, 세발간호, 단순 도뇨 및 글리세린 관장 및 의사소통에 관한 12시간

학습과정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효과 측정을 위하여 의사결정능력, 간호기

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만족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다. 이어서 새로운 학습방법에서 교수매체로 사용될 좌측 편마비 환자의 사례를

개발하고 이 사례를 연기하고, 평가할 표준화 환자 및 평가교수를 선발, 교육하였

다.

두 번째, 학습효과 측정을 위한 가설검증 단계에서는 1999년 12월 2학년 학생들

에게 전통적인 학습을 시행하고 이들의 학습효과를 표준화 환자를 통하여 측정하

였으며, 2000년 6월 2학년 학생에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을 시행하고 이들

의 학습효과를 표준화 환자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d ow 9.0을 이용하였으며 전통적 실습교육을 받은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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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집단간의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

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학습과제 선정 및 학습 프로토콜 개발, 사

례제작, 표준화 환자 교육 및 훈련, 모의 평가훈련 과정을 거쳐 학습 및 평가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2.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결정능력은 자료파악능력과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으로 구분하여 검증하

였는데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자료파악능력은 실험군 13점, 대조군 10점으로 실험군의 평균점

수가 대조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4.92, p =.000). 또한 기본간호술 제시능력은 실험군 29점, 대조군 27점으

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t=24.79, p =.008).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결정능력이 높을 것이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 65점, 대조군 59점으로 실험

군의 평균점수가 대조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45, p =.000).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간

호기술 수행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과의 의사소통능력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사소통의 태도 영역(t=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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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과 설명 영역(t=4.50, p =.000)에 있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과의 학습만족도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 .08, p =.394).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시행한 실험

군은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4

는 기각되었다.

5)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수행평가에 관하여 학생중 64명(90.1%)이 평가가 비

교적 객관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54명(76.1%)의 학생이 기존의 평가

방법보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수행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서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간호학생들

에게 있어 자신이 배우는 학습내용과 그것이 대상자에게 제공되었을 때의 환자반

응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이해시키는 학습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속에서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한 간호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정은 모든 간호수

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은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여러 간호술을 모색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간호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도

모하였고, 실무적 사고의 훈련과정으로서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기술 학습에 있어서 현실과 유사한 상황의 표준화 환자를 제시함으로서 학생

들이 실제 대상자를 만날 때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전반적 상태를 이

해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이 관찰하고 파악한 대상자 정보

를 모두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간호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교육되었다. 이

러한 과정은 간호기술의 적용력과 응용력을 증진시키며, 구체적 간호기술을 연마

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와 함께 대상자에게 자신이 수행할 간호를 설

명하고, 수행과정에서 대상자 반응을 살피는 훈련을 함으로써 간호사의 대상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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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찰능력, 지지적 행위,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에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

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치료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가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존의 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보

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2. 제 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검증된 바 없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교육방법의 정

립과 그 효과를 주제로 다루었다는 고유성에 그 의의를 둔다.

한편 연구의 여건상 1개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수가 적었으며, 연

구의 특성상 사전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동질성을 확보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교육에 있어 표준화 환자

를 활용한 학습방법 개발 및 학습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를 위한 제언

(1) 국내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교육을 적용한 실험연구가 없고, 본 연

구의 대상자가 총 76명으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수이

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설계를 이

용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한가지 사례를 통하여 7가지 학습과제를 개발하였는데 학습과

제에 대한 타당성과 학습과제간의 내적 일치도를 위하여 또 다른 사례속에서

동일한 학습과제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학습의 효과에 있어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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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외에 학습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모색한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학습이 모두

포함된 통합적 학습과정이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목이 통합적으로

합쳐진 새로운 학습모델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5) 평가과정에 있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

으므로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로서의 새로운 평가방법 모색에 대한 연

구를 제언한다.

(6)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새로운 학습방법에 있어 적절한 평가

준거와 구체적 평가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2) 간호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

(1) 표준화 환자의 전문성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대학이 공동 운영할 수 있

는 표준화 환자 p ool을 확보한다.

(2)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학습과제에 대하여 기존의 평가

도구와 표준화 환자 평가도구를 동시에 사용,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시

오차를 줄이도록 한다.

(3)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및 평가방

법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4) 학습대상자를 고학년으로 하여 실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행해야 하는 문제해

결과정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할 것을 제언한

다.

(5) 고학년 학생을 표준화 환자로서 활용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

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고학년들에게는 자신이 환자로서의 체험을 갖도

록 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해 볼 것을 제언한다.

(6) 간호사 국가고시에 있어 간호사의 질보장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에 표준화 환자의 사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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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를 위한 제언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가 학생들이 졸업후 간호실무능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임상실무에서 간호사를 교육, 훈련하는데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볼 것을 제언한다.

(3) 간호사 채용에 있어 시행되는 수행평가에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여 통합

적 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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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자 사례

환자 사례

CA SE N AM E: 방 순영(f/ 57), 좌측 편마비(Lt. H emiplegia)

57세 여자환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내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99년 11월 25일

회사에서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Brain C-T를 찍고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실 내원당시 BP 160/ 110mm H g, PR 76/ m in ,

RR 18/ min, BT 36.5℃ 였으며 의식은 곧 돌아왔으나 명료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에서 5일이 지난 현재 내과병실로 옮겨져 오늘이 병실 첫날째이다. 병실에서 관찰

된 환자는 왼쪽 편마비가 와 있는 상태로 왼손과 왼발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얼굴의 왼쪽부분에 감각이 없으며 입을 꼭다물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자세를 바

꾸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 아니오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을 길게

하지 못하며 기억력의 감퇴를 보인다. 음식을 삼키기는 하나 스스로 먹지 못하며

입가가 지저분하다. 입안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며 머리는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

있다. 소변을 스스로 보기는 하나 가끔씩 실금을 하며 배뇨반사를 잘 느끼지 못한

다.

입원후 대변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으며 복부는 팽만되어 있고 아랫배가 단단히

뭉쳐져 있다. coccyx area 부위에 3 x 5cm 정도 피부가 붉게 발적되어 있으며 현

재 6시간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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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해야 할 현재의 상태

1. 현재의 상태

왼쪽 손과 발에 편마비가 와 있으며 현재는 반듯이 누워 있는 상태이다.

2. 수험생에게 대면하는 동안 어떻게 보여야 하나

<복장 및 태도 >

1) 머리는 흐트러지고, 오래동안 세수하지 않은 얼굴로 있으며 입가가 침이

흘러 지저분하다. 입술은 허옇게 되어 있고 자주 입을 씰룩인다.

2) 마비가 와 있는 왼쪽 손과 발이 모두 힘이 없이 쳐져 있다. 학생이

왼쪽 손이나 발을 움직이려 하면 힘을 빼고 축 늘어뜨린다. 특히 단순 도

뇨시 학생이 배횡와위를 취하려 하면 왼쪽 다리를 아래로 떨어 뜨린다.

관장의 경우에도 왼쪽 다리가 위로 얹어지면 스르르 흘러내리도록 한다.

3) 간호기술 수행시 학생의 간호가 환자를 아프게 하면 아 하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침대 side rail을 손으로 탁탁 친다.

4) 학생의 간호가 편안하면 학생에게 고개를 끄덕여 준다.

3. 전체적 정서

1) 대면하는 초기 :

·불안하여 겁먹은 표정을 짓고 수험생이 질문을 할 경우 말을 하기 어려워하

며 고개만 끄덕인다.

·대화를 띄엄띄엄 느리게 그리고 불분명하고 힘들게 한다.

·때때로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함, 간혹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

거리기도 한다(예 :웅얼웅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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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면하는 도중 학생이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한다

- 간호사가 무엇을 하려할 때 : 나 하기 싫어요.

- 몸을 만졌을 때 : 아파!

- 배를 만졌을 때 : 배아파!

3) 대면의 끝 : 고마움을 표시한다

- 간호사가 다 끝남을 알리면 : 고마워요

- 끝났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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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 1

제 1 단계 의사결정 능력 평가과정

(여러분이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20분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읽고 사례환자에게 수행해야 할 기본간호술을 모두 적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사례에서 발췌하여 모두 적으시오.

기본간호술 객관적 자료

# 1.

# 2.

# 3.

# 4.

# 5.

# 6.

# 7.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에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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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례 Ⅰ

CA SE N AME: 김혜숙 (F/ 62), 우측 편마비 (Rt. Hem ip legia)

62세 여자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하였

는데 99년 11월 27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

대에 의하여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Brain C-T를 찍고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실 내원당시 BP 170/ 120mm H g, PR 82/ m in ,

RR 21/ min, BT 36.8℃ 였으며 의식은 곧 돌아왔으나 명료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에서 5일이 지난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내과병실로 옮겨져 오늘이 병실 첫날째이

다. 병실에서 관찰된 환자는 우측 편마비가 와 있는 상태로 오른손과 오른발을 스

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얼굴의 오른쪽부분에 감각이 없으며 입이 약간 비뚤어져

있으며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 아니오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을 길게 하지 못하며 기억력의

감퇴를 보인다. 음식을 삼키기는 하나 스스로 먹지 못하며 입가가 지저분하다. 입

안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며 머리는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 있다. 소변을 스스로 보

기는 하나 가끔씩 실금을 하며 배뇨반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

입원후 대변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으며 복부는 팽만되어 있고 아랫배가 단단히

뭉쳐져 있다. coccyx area 부위에 3 x 5cm 정도 피부가 붉게 발적되어 있으며 현

재 6시간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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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 2

환자 사례 Ⅱ

CA SE N AME: 남말순 (F/ 67), 좌측 편마비 (Lt. Hem iplegia)

67세 여자환자는 매우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99년 10월 20일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Brain C-T를 찍고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곧 돌아왔으나 좌측 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었다. 중환자실에서 5일이 지난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내과병실로

옮겨져 오늘이 병실 첫날째이다. 병실에서 관찰된 환자는 좌측 편마비가 와 있는

상태로 왼손과 왼발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얼굴의 오른쪽부분에 감각이 없으

며 입이 약간 비뚤어져 있으며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 아니오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을 길게 하지 못하며 기억력의

감퇴를 보인다. 음식을 삼키기는 하나 스스로 먹지 못하며 입가가 지저분하다. 입

안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며 머리는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 있다. 소변을 스스로 보

기는 하나 가끔씩 실금을 하며 배뇨반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

입원후 대변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으며 복부는 팽만되어 있고 아랫배가 단단히

뭉쳐져 있다. coccyx area 부위에 3 x 5cm 정도 피부가 붉게 발적되어 있으며 현

재 6시간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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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 3

환자 사례 Ⅲ

CA SE N AME: 김분자 (F/ 58), 우측 편마비 (Rt. Hem ip legia)

김분자씨는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며 생활하며 평소 특별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

이 건강한 상태였다. 1999년 11월 24일 오후 장사를 하던 중 앉은 자리에서 갑자

기 쓰러져 개인 병원을 거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Brain C-T를 찍고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실 내원당시 BP 170/ 120mm H g, PR 82/ m in ,

RR 21/ min, BT 36.8℃ 였으며 의식은 곧 돌아왔으나 명료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에서 5일이 지난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내과병실로 옮겨져 오늘이 병실 첫날째이

다. 병실에서 관찰된 환자는 우측 편마비가 와 있는 상태로 오른손과 오른발을 스

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얼굴의 오른쪽부분에 감각이 없으며 입이 약간 비뚤어져

있으며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 아니오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을 길게 하지 못하며 기억력의

감퇴를 보인다. 음식을 삼키기는 하나 스스로 먹지 못하며 입가가 지저분하다. 입

안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며 머리는 지저분하고 땀에 젖어 있다. 소변을 스스로 보

기는 하나 가끔씩 실금을 하며 배뇨반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

입원후 대변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으며 복부는 팽만되어 있고 아랫배가 단단히

뭉쳐져 있다. coccyx area 부위에 3 x 5cm 정도 피부가 붉게 발적되어 있으며 현

재 6시간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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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특별구강간호 평가도구 - 교수평가용

교수 평가표
환자이름:

학생이름:

일 시 :

* 작성요령

학생의 행동이나 말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질문을 하셔

도 됩니다. 만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옆에 그 사항을 적어주시고, 끝난 후 표

준화 환자와 상의하십시오.

특별구강간호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세트에 무균적으로 boric솜, 1/ 2 과산화수소솜을
담고 곡반, 면봉, 글리세린, 수건을 준비한다.

3
환자에게 가서 특별구강간호를 시행하는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수건을 턱밑에 깔고 얼굴을 옆으로 하여 과산화수소
솜으로 혀의 백태를 제거하고 boric 솜으로 입안을 고루
잘 닦아준다

5
forcep이 입속을 아프게 찌르거나 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솜의 가운데를 잡고 부드럽게 닦는다

6
필요하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술에는

면봉으로 글리세린을 발라준다

7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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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특별구강간호 평가도구 - 표준화 환자평가용

환자 평가표

환자이름:

학생이름:

일 시 :

* 작성요령

먼저 학생의 행동이나 말을 관찰하고 평가는 학생이 환자곁을 떠난 후 체크하

십시오. 만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옆에 그 사항을 적어주시고, 끝난 후 평가

교수와 상의하십시오.

특별구강간호
안했음

(0)

틀 리 게
했음

(1)

정 확 히
했음

(2)

1
2

3
환자에게 가서 특별구강간호를 시행하는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곡반을 얼굴 옆에 대고 과산화수소 솜으로 혀의 백태를
제거하고 boric 솜으로 입안을 고루 잘 닦아준다

5
forcep이 입속을 아프게 찌르거나 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솜의 가운데를 잡고 부드럽게 닦는다

6
필요하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술에는

면봉으로 글리세린을 발라준다

7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바로 눕혀서 편안하게 해준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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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등간호 평가도구 -교수평가용

등 간호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손을 씻는다

2
등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목욕수건, 마사지 알콜, 파우더, 베개)

3 환자에게 가서 등간호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4
반대편 side rail을 올려주고 베개를 이용하여
환자를 지지하며 모로 눕힌 후 등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수건을 깐다

5

손에 마사지 알코올을 적당량 묻혀 허리부터 목의
방향으로 힘있게 마사지를 하며 상박을 돌아 아래로
내려온다. 유날법, 마찰법, 경타법을 골고루 사용하여
근육을 주무르고 견갑골, 경추등 뼈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문지른다

6 마사지 동작을 6회 반복한 후 파우더를 고루 발라 준다

7 목욕수건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며 주변을 정리한다

총 점

<부록 4-2> 등간호 평가도구 -표준화 환자평가용

등 간호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2
3 환자에게 가서 등간호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4
반대편 side rail을 올려주고 베개를 이용하여 환자를
지지하며 모로 눕힌 후 등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수건을 깐다

5

손에 마사지 알코올을 적당량 묻혀 허리부터 목의
방향으로 힘있게 마사지를 하며 상박을 돌아 아래로
내려온다.유날법,마찰법,경타법을 골고루 사용하여
근육을 주무르고 견갑골, 경추등 뼈의 돌출부위는 둥글
게 문지른다

6 마사지 동작을 6회 반복한 후 파우더를 고루 발라 준다

7 목욕수건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며 주변을 정리한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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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1> 체위변경간호 평가도구 - 교수평가용

체위변경간호
(간호사의 반대쪽으로 돌려 눕히는 법)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손을 씻는다

2
베개를 2개 이상 준비하여 환자에게 가서 체위변경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3
반대편 side rail을 올려주고 환자 가까이 서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고 약간 어긋나게 서서

기저부를 넓힌다

4
한팔은 환자의 어깨밑에, 다른 한팔은 환자의 등밑에
넣어 환자의 상체를 약간 끌어오며 다시 허리와 무릎

밑에 팔을 넣어 하체를 끌어온다

5
간호사쪽에 있는 팔은 가슴위에 얹고 반대편 팔은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옆에 놓도록 한다. 간호사쪽의

다리를 반대편 무릎위에 얹도록 한다.

6
환자의 어깨와 둔부를 잡아 반대편으로 밀고 측위의

신체선열을 맞추어 준다

7
베개를 등, 팔, 무릎 등 압박부위에 받쳐주며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총 점

<부록 5-2> 체위변경간호 평가도구- 표준화 환자평가용

체위변경간호
(간호사의 반대쪽으로 돌려 눕히는 법)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2
베개를 2개 이상 준비하여 환자에게 가서 체위변경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다

3

4
한팔은 환자의 어깨밑에, 다른 한팔은 환자의 등밑에

넣어 환자의 상체를 약간 끌어오며 다시 허리와 무릎

밑에 팔을 넣어 하체를 끌어온다

5
간호사쪽에 있는 팔은 가슴위에 얹고 반대편 팔은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옆에 놓도록 한다. 간호사쪽의

다리를 반대편 무릎위에 얹도록 한다.

6
환자의 어깨와 둔부를 잡아 반대편으로 밀고 측위의

신체선열을 맞추어 준다

7
베개를 등, 팔, 무릎 등 압박부위에 받쳐주며 주변을

정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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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단순도뇨 평가도구 - 교수 평가만 해당됨

단 순 도 뇨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손을 씻는다

2
dressing set, nelaton catheter #7 또는 #8, 소독장갑,
hole towel, 소독된 곡반, 반홑이불, 방수포를 준비 한다

3
dressing set을 열고 boric 솜과 nelaton catheter,
su rgical jelly를 무균적으로 담는다

4
환자에게 가서 단순도뇨 시행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
한다

5

환자에게 칸막이를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후 하의
를 벗도록 도와준다. 반 홑이불을 이용하여 환자의 회음
부위를 대각선으로덮어주고 배횡와위(dorsal recumbent
position)을 취하게 한다. 둔부밑에 방수포를 깐다.

6
둔부밑에 방수포를 깔고 곡반을 소독적으로 꺼내어 회음

부위앞에 놓는다

7 멸균법으로 소독장갑을 낀다

8 H ole tow el을 꺼내어 환자의 회음부를 덮는다

9
왼손 엄지와 시지로 회음부위를 벌리고 오른손으로
forcep을 잡고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잘 닦는다

10
카테터 끝에 surgical jelly를 충분히 묻혀 8cm정도 요도
구에 넣는다. 이때 환자에게 아 하는 소리를 내도록 하
여 근육을 이완시킨다.

11
소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곡반에 소변을 받고 소변
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카테터를 forcep으로 꼭 눌러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해서 뽑는다

12 사용한 물품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고 주변을 정리한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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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글리세린 관장 평가도구 - 교수 평가만 해당됨

글리세린 관장
안했음

(0)

틀리게
했음

(1)

정확히
했음

(2)

1 손을 씻는다

2
rectal tube #14-#20, 글리세린, 물, 관장용 주사기,
poly glove, 윤활제, 곡반, 방수포, 휴지를 준비한다

3
수온계로 물의 온도 40.6-43.3℃를 확인한 후 rectal
tube을 주사기에 연결하고 주사기 내관을 빼어 글리세
린 20㏄와 물 30㏄를 넣는다.

4 주사기 내관을 끼우고 물과 글리세린을 잘 섞는다

5 환자에게 글리세린 관장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한다

6

스크린을 치고 환자의 하의를 벗긴후 나머지 부분은

따뜻하게 덮어주며 좌측 씸스 위(Sim's position)를 취

하도록 한다

7

poly glove를 끼고 카테터 끝에 윤활제를 바르고 항문

에 잠시 끝을 대었다가 괄약근이 이완되면 배꼽을 향

한 각도로 8-10cm 삽입한다. 이때 환자에게 아 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

8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도록 환자에

게 설명한다

9

관장액이 다 주입되면 카테터를 꼭 잡고 한 손은 휴

지를 대고 항문을 누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카테터를

서서히 뺀다. 이때 항문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10 적어도 15-20분간 그대로 누워있도록 격려한다

11
시간이 지난 후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관장의 결과를 관찰하고 회음부위와 둔부를
깨끗이 하도록 도와준다

12
사용한 물품을 치우고 환의를 입히며 환자를 편안하
게 해준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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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 교수/ 표준화 환자평가용

의 사 소 통
매우

못한다

(1)

조금

못한다

(2)

보통

이다

(3)

조금

잘한다

(4)

매우

잘한다

(5)

1
대상자를 처음 만날 때 이름과 소속을

대며 자신을 소개한다

2
간호과정에서 따뜻하며 전문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모습을 보여준다

3
환자의 상황 및 제공되는 간호에 대하

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

을 한다

4
간호수행과정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

속하여 주도록 한다

5

간호수행과정이 끝난 후 대상자에게

수고하였다는 등의 격려의 말을 하고

끝마침을 알린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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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학습만족도 평가도구

한 한기동안 기본간호학 수업을 열심히 듣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

지금의 땀과 노고는 훗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는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기본간호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다음의 질문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기본간호학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모든 자료는 부호로 처리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

♥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요

good luck to you !

2000. 6

기본간호학담당 유 문 숙

10 1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주로
그렇
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이 수업에 진지하게 임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수업을 통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3. 수업분위기는 좋았다

4. 수업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교재 및 부교재는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7. 매 수업시간에 제시된 학습의 양은 적당하였다
8. 매 수업시간에 제시된 학습의 진행속도는

적당하였다
9. 학습내용이 흥미로웠다

10. 교수방법은 이해하기 쉬웠다

11. 교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12. 학습내용을 이끌어가는 여러 교육자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13. 지금의 학습방법은 별도의 도움없이도 이해되었다

14. 학습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 성취되었다
15. 이 수업을 통하여 실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16. 이 수업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17. 이 수업을 통하여 환자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18. 제출한 과제나 시험결과에 대해 교수의 적절한

feedback이 있었다
19. 과제물의 내용과 양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

이 되었다

20. 수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21. 수업평가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22. 교수가 제시한 수업평가의 기준은 명확하고

적절하였다
23. 지금의 학습방법에 만족한다
24. 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

기타 강의를 받으시면서 좋았거나 도움이 되었던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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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 ev elopm ent of Stan dardiz ed Patient M anag ed

Instru ction

f or a Fu ndam entals of N ursing Course

Yoo, Moon Sook

Dep artm ent of N u rsin g

The Gradu ate Sch ool

Yon sei Univer sity

Directed by Professor Yoo, Il You n g, Ph D

The m ain p u rp ose of this stu d y w as to develop an d ev alu ate a stan d ardized

p atien ts m an aged in stru ction p rogram for a fu n d am entals of nu rsin g cou rse .

The fir st p h ase of th is stu dy w as to d evelop a stan d ardized p atients

m an aged in stru ction p rogram based on von Glasersfeld ' s con stru ctivism

in stru ction theory .

Six n u rsin g skills an d comm u n iaction skills w ere selected from the cou rse

for a stan d ard ized p atient m an aged in stru ction p rogram . For th e secon d p h ase,

th e stan d ardized p atients m an aged in stru ction w as evalu ated by u sin g a

qu asi-exp erim ental, n onequ ivalen t control grou p p ost-test design w ith tw o

sep arate classes of sop h om ore stu den ts atten d in g fu n d am entals of nu rsin g

classes at on e baccaleu reate nu rsin g sch ool located in Korea .

Con trol grou p w as tau ght by tradition al lectu re/ m odel in stru ction an d the

exp erim ental grou p w as tau gh t by stan d ard ized p atien t m an aged in stru 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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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 ere collected from Decem ber, 1999 to Ju ly 2000 u sin g check lists

develop ed by the researcher on follow in g areas; d ecision m akin g skills, n u rsin g

skills p erform ance, com m u n ication skills, an d stu den ts' satisfaction . There w ere

36 stu d ents in the exp erimen tal grou p an d 40 stu dents in th e con trol grou p .

Data an alysis w as d one u sin g SPSS WIN DOW 9.0.

Th e resu lts w ere su m m arized as follow s;

1. Decision m akin g skills w ere tested by iden tifyin g relevant d ata an d

n ecessary nu rsin g skills for the case . Th ere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 ifference betw een the exp erim en tal grou p an d control grou p in

identification of d ata (t=4.92, p =.000), an d necessary nu rsin g skills (t=24.79,

p = .008). Thu s, h yp othesis 1 w as su p p roted .

2. N u rsin g skills p erform ance w as evalu ated by sp ecial m ou th care, back care,

ch an ge p osition, nelaton cath erization an d glycerin e en em a. The total score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 t high er in th e exp erim ental grou p th an the control

grou p (t=4.45, p =.000). Thu s, h yp othesis 2 w as su p p orted .

3. Com m u nication skill w as evalu ated by p rofession al attitu d e an d ability to

exp lain to p atients. Th ere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 t difference betw een th e

exp erim ental grou p an d the con trol grou p in p rofession al attitu de (t=3.98,

p =.000) an d ability to exp lain to p atients (t=4.50, p =000). Thu s, hyp othesis 3

w as su p p orted .

4 . There w as n o sign ifican t d ifference betw een the exp erim ental grou p an d the

control grou p in stu dent satisfaction (t=.08, p =.394). Th u s, hyp othesis 4 w as

n ot su p p or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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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 sion , this stu dy su ggests th at a stan d ardized p atient m an aged

in stru ction is an effective learn in g m eth od for nu rsin g stu dents. By u tilizin g a

stan d ardized p atien t m an aged in stru ction, learnin g can p roceed in a m ore

relaxed en vironm ent an d redu ce the risks to p atients becau se of stu dent

inexp erience are avoided . It is also a valid an d reliable p erform ance test an d

ap p rop riate for th e form ative ev alu ation .

It is recom m en d ed to develop m ore stan d ardized p atients cases for w id er

areas of n u rsin g ed u cation an d ev alu ate th e p rogram w ith m ore stu dents u sin g

lon gitu d in al m eth od .

Key w ord s: stan d ardized p atien t m an aged in stru ction, decision m akin g skills,

nu r sin g skills p erform an ce, comm u n 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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