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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을 위해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

함이다. 적용된 프로그램은 실제 실습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의 한 방법인 역할극을 주요한 교수방법

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었다.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의사소통 지식과 의사소통 수

행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교육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에게 정신간호실습은 타 교과목의 임상실

습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치료적 관

계 형성은 물론 나아가 정신간호실습에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된다[1]. 실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할극을 활

용하여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학생들

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고, 증진된 학습동기는 지식과 

기술습득에 도움을 주어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므로 실습

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는 원동력이 된다[2].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실습을 경험하기 전에 간호대학생들에게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단일그룹 사전사후설계이다다. 연구의 대상

자는 2016년 2학기 M대학교 3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31명이었다. 대상자들은 의사소통론 교과목

을 이수하고 정신간호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정신

간호실습을 경험하기 직전에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실험처치는 2주간 6

회기(주3회), 회기별 1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

램 제공 직후에 1차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주 후에 

2차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효과측정을 위한 연구도구

는 의사소통 지식, 의사소통 수행능력,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 학습동기, 전이동기, 교육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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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생들은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직전과 직후, 그리고 2주후의 의사

소통 지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전이동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제공 직전보다 직후의 의

사소통 지식(p=.003), 의사소통 자기효능감(p<.001), 학

습동기(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프

로그램 종료직후와 2주 후의 차이는 학습동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p<=007), 의사소통 지식

((p=.246)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p=.410)은 다소 감소

하였다. 전이동기는 측정 시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46, p=.64),

pre test post test 1
t p

M±SD M±SD

의사소통 
수행능력

46.52±21.61 81.23±14.16 10.59 <.001

교육
만족도

3.10±0.60 4.39±0.67 8.02 <.001

주) pre test : 교육 직전 
post test 1 : 교육 직후

[Table 2]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on providing communication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간호대학생들은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의사소통수행능력과 교

육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의사소통 수행능력(t=10.59, p<.001)과 교육만족도

(t=8.0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프로

그램은 의사소통 지식과 의사소통 수행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교육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

적이었다. 간호학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가 다양하

게 입증되었음에도 정신간호 교과목에서는 가장 적게 적

용되었으나, 시뮬레이션 교육의 한 종류인 역할극은 정

신간호실습 교육에 효과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교육방법

으로 제시되었다[3]. 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은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간호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정신간호실습 교육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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