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간호사는 병원 조직 가운데 간호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서의 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와의 인

간 계에서도 핵심 인 치에 해당한다[1]. 따라서 간호

사의 간호수행 능력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2].

특히 간호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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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문 인 돌 행 로써 효율 인간호를 제공하

기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 이다[3]. 따라서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치료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간호학생 때부

터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보호자와의 인간 계 속에

서 치료 의사소통을 용하여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재 평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4-6].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성

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증진시키기 해서

간호 학 교과과정 가운데 인간 계 의사소통과 련

된 이론식 교과목을 포함하거나 임상실습 수행 이 에

실습 오리엔테이션 집담회를 활용하여 환자 보호

자와의 면담기술에 한 정보를 일방향 으로 제공하기

도 한다. 하지만 간호학생은 병원 특성상 긴장되고 스트

스수 이높은 실습 환경속에서여 히환자 보호

자를 상으로 효율 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 특히 환아가 상인 경우

의 간호수행 시 주된 보호자와의 치료 력을 한 의

사소통의 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7]. 학생간호사의 역

할을 하는 간호학생은 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한

석이며, 간호 제공자와 보호자의 력은 환아의 건강문

제를 해결하고 치료 결과 성과에 지 한 향을 미친

다[8,9]. 특히간호서비스제공시 간호 제공자와 환자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은 간호 상자의간호서비스에

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간호 제공자의조직몰입에도 요

한 향 요인으로 작용한다[3,10].

하지만 간호 임상실습 장에서 간호 상자의 안

이 강화되면서 학생 실습 시 직 간호의 기회는 감소하

고 찰에 의존하는 실습이 증가되고 있다[11,12]. 이에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실습은임상 장과 유

사한 환경에서 표 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통해 간호학

생이 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반복하여 경

험할 수 있어 간호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다[13]. 특히 표 화 환자는 간호의 문성과 질

향상을 해실제 환자 보호자를재 할수 있도록 훈

련받은 사람으로서 표 화 환자를 활용한시뮬 이션 실

습은 간호학생이 보다 실제 인 경험을통해 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다. 국내 간호교육 분야에서도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실습이간호임상 실무에

한 간호학생의 제한 경험이나 한계를보완해주는 효

과 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실습교육의 효과검증과 련

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3,14]. 특히 의사소통 교육의

경우 임상 상황에 한 높은 재 성을 가진 환자 시뮬

이터(Human Patient Simulator)와 표 화 환자를 혼용한

시뮬 이션 실습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단되며 학생들

의 학습 이(learning transfer) 상태를 확실하게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학습 이는 앎을 행

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간호학생의 학습

이는 간호교육 시 학습한 내용을 실제 간호 임상 상황에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5,16].

그러나 아직까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치료 의사

소통 교육에 한 표 화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간

호학생의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에서 학

생의 치료 의사소통에 한 실제 인 고찰 등을 확인

한 연구는미비한 실정이다[14,17].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분석틀을 근간하여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

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실제

인 의사소통의 강 과 문제 , 의사소통과 련된 교

육 방향을 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간호

시뮬 이션 시 의사소통 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실제 이고 구체 인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Bales[18,19]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

(Interaction Process Analysis)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상

호작용에 한 연구의 기 로 리 활용되어왔다. 상호

작용 과정 분석은 12가지의 범주에 따라 정 는 부

정 인 반응 측면과 립 인 정보 교환을 다루고 있으

며 상간의언어 , 언어 외, 비언어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할 수 있어 간호시뮬 이션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간호학생과 표 화환자 간의 목표지향의 연속 인 화

와 계에 한 분석 시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교

육에서 간호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을 분석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의 범주를 확인한다. 둘째, 표 화 환자를 활용

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빈도를 확인한다.

2. 연

2.1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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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을 분석하기 한단면 설계를

이용한 조사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S 간호 학에 재학 인 3학

년 학생으로 시뮬 이션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41

명이었다. 본연구의 상자인 3학년간호학생은 본 연구

에 참여하기 에 한 학기 이상의 간호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과 시뮬 이터를활용한 시

뮬 이션 교과목에 한 직 경험이 있고본 연구 자

료수집을 한 설문 내용에 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참여가 가능하 다.

2.3 연 도

2.3.1 적 특

간호학생의 일반 특성은나이, 공 만족도, 이 학

기 성 , 의사소통 자신감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 만족도는 최하인 ‘매우 불만족’부터 최고인 ‘매우 만

족’까지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 다. 이 학기 성

은 학생 자신이 인지한 학업수 으로 ‘상, 상, ,

하, 하’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의사소통 자신감은 가장

최근의 임상 실습 시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경험

을 떠올려최 0 부터최고 10 까지의 시각 상사척

도(Visual Analog Scale, VAS)로 응답하도록 하 다.

2.3.2 시나리  개

본 연구에서 간호시뮬 이션 시 용한 시나리오는

아동간호학 교수 2인이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장염 환아

간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해 개발하 다. 장염

환아는만 4세의 남아로 내원 시설사, 발열, 탈수 증상을

주호소로 입원하 으며 잦은 설사로 인한 피부 통합성

장애와 체액 불균형 등의 간호 문제를 동반하고있다. 본

시나리오는 학생 간호사가 해당 장염 환아의 입원 병실

을 순회하는 상황에서 환아의 증상에 한 간호 시 어머

니의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의 간호 요구에 응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 된 질문,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2.3.3 사 통 분 틀

본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원 2인은 학생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기 해, 오연재와 한 선[17]의 연구에서 정신간

호학 실습 시 간호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 기술을 근간

으로 언어 , 비언어 기술을 아동 간호 상황에 합하

게 코드화 하 으며 코드화 되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에

해서는 내용 분석을 통해 명명하 다. 그리고 명명된

의사소통 기술은 Bales[18,19]가 제시한 상호작용 과정

분석(Interaction Process Analysis)에 근간하여 범주화

하 다(Table 1 참고). Bales[18,19]의 상호작용 과정 분

석은 참여자의 언어 , 언어 외(음색, 억양, 굴곡, 리듬

등), 비언어 (표정, 자세, , 맞춤 등) 역을 반

으로 포함한다. Bales[18,19]가 제시한 상호작용 과정

분석의 범주는 크게 정 는 부정 반응과 립

인 정보 교환을 포함하고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사용

된 각 12개의 범주는 정 반응으로써 친근감, 긴장해

소, 주목/동의 보이기와 부정 반응으로써 긴장, 비우호

태도, 주목/동의 보이지 않기, 그리고 립 정보 교

환의 범주로써 제안하기, 의견 제시하기, 정보 제공하기

와 같은 답변을 한 부분과 정보 구하기, 의견 구하기,

제안 구하기와 같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다.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원 2인은 코드 분류에 한 일치

도를 확인하기 해 시뮬 이션에 참여한 가운데 무

작 로 1 을 선정하여 의사소통 내용을 필사하고 분류

한 코드를 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자

와 훈련된 연구원은 비디오로 녹화된 부분을 함께 보면

서 코드화된 부분과의 합치 여부를 이차 으로 검토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 다.

Function Process

Social-Emotional Area:
Positive Reactions

1. Shows solidarity, raises other’s status, gives
help, reward

2. Shows tension release, jokes, laughs, shows
satisfaction

3. Agrees, shows passive acceptance,
understands, concurs, complies

Task Area: Attempted
Answers

4. Gives suggestion, direction, implying autonomy
for other

5. Gives opinion, evaluation, analysis, expresses
feeling, wish

6. Gives orientation, information, repeats,
clarifies, confirms

Task Area: Questions

7. Asks for orientation, information repetition,
confirmation

8. Asks for opinion, evaluation, analysis,
expression of feeling

9. Asks for suggestion, direction, possible action

Social-Emotional Area:
Negative Reactions

10. Disagrees, shows passive rejection, formality,
withholds help

11. Shows tension, asks for help, withdraws out
of field

12. Shows antagonism, deflates other’s status,
defends/asserts self

Table 1. The Categories for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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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표 화 환  활용한 간호시뮬레  

본 연구자는 학생에게 시뮬 이션 교육에 참여하기에

앞서 1단계 prebriefing 시 교과목 운 시나리오등에

한 반 인 소개와 본 연구에 해 안내를 하 으며

이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단계에는 상자의 일

반 인 사항을 확인하기 해 구조화된설문지를 이용한

사 조사가 포함되었다.

2단계 시뮬 이터 구동 단계에서는 환아용 시뮬 이

터(Pediatric HALⓇ)를 활용하여 간호학생 2명이 한 조

가 되어 장염을 진단받고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입원

인 환아의 간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 다. 간호시뮬 이션 과정은 비디

오로 녹화되었으며 각 조 당간호시뮬 이션에 참여하는

시간은 약 8-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화 환

자는 장염 환아의 어머니로서 환아의 상태에 해 불안

해하며 학생간호사인 학생에게 환아의 상태, 치료 간

호에 한 질문을하는 역할을 하 다. 이를 해 표 화

환자는 연구에 참여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와 사 회의

를 통해 시뮬 이션 시나리오의 흐름을이해하고 학생간

호사인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한 일 된 도입 질문이

포함된 본을 숙지 훈련을 하 다. 연구자는 별도의

공간(one way mirror room)에서 학생과 표 화 환자를

찰하고, 필요 시 음성을 통해 시뮬 이션 운 에 도움

을 제공하 다. 시뮬 이션을 마친 학생들은 다른 조가

시뮬 이션을 하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자신들이 참여

한 비디오 녹화 내용을 스크린으로 다시 모니터링하고

간호 성찰 일지를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3단계 debriefing 시 실습교과목 연구

에 한 피드백을 통해 상자의 학습 이로의 연계를

도모하는 시간을약 70분 정도 가졌다. 이 단계에서는 간

호시뮬 이션에 해 학생, 동료, 교수자의 평가 소감

을 나 고 학생과 표 화 환자의 의사소통에 해 피드

백을 하 다. 그리고 본 연구와 련하여 간호시뮬 이

션 시 의사소통 사례를 토 로 치료 비치료 의사

소통에 해 약 10분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 다. 특히 시

뮬 이션 임상실습에 실제 용이 가능한 의사소통

문을 포함하여 학습 이를 도모하 다.

2.3.5 사 통 분  

학생의 의사소통의 분석 차는다음과 같다. 첫째,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학생의 의사소통

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 다. 둘째, 코드화된 분류

기 을 토 로 녹화된 내용을 보면서 유형에 따라 분류

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학생의 의사소통을 확인하

기 하여 학생이 간호시뮬 이션 시 사용한 의사소통

기술 가운데 언어 , 언어 외, 비언어 의사소통 기술의

범주, 유형과 그 빈도를 분석하 다.

2.4 료수집

본 연구는 시뮬 이션 교과목이 진행되는 2017년 3월

부터 6월까지 간호시뮬 이션을 비디오로 녹화 학생

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 다. 시뮬 이션

실습교과목의 운 을 해 간호시뮬 이션은 비디오 녹

화가 가능하고 실제 임상환경과 유사하도록 비된 재

성이 높은 시뮬 이션 센터 내의 소아병실 장소에서 진

행되었으며, 시뮬 이션에 참여하기 에 학생들에게 비

디오 녹화 연구에 한사 서면동의를 받았다. 표

화 환자를활용한간호시뮬 이션은 한학기동안총 4회

에 걸쳐 진행되었다. 무작 로 동일한번호를 뽑은 2명의

학생이한 조가되었으며 시뮬 이션조는 매회 다른학

생들로 구성되었다. 매회 당 5-6개의 조가 간호시뮬 이

션에 참여하 으며, 간호시뮬 이션의 참여 순서는 학생

들이 불투명한 상자에서 직 번호를 뽑는 무작 방법

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 다.

2.5 리적 고려

본 연구는 S 학의 기 생명윤리 원회로부터 승인

(No. SSWUIRB 2017-054)을 받았으며 연구 상자에게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 , 방법, 차 등에 한

설명을 한 후 설문 작성에 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한 연구자는 학생에게 연구와 련하여 참여에 한 거

부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

분히 설명하 다. 특히 연구와 련된 의사소통 수행 정

도는 교과 성 에 반 하지 않음을 사 에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와 연구 참여에 한 안정성을

배려하 다. 더불어 본 연구는 시뮬 이션 실습 참여 시

의사소통 과정에 한 비디오녹화 사 , 사후 설문작

성에 의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연구와 련된 모든

응답 자료는 학생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코드화하 으

며, 비디오로 녹화된 의사소통에 한 코드 분류는 교수

자와 2인의 훈련된 연구원이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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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료분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학생의 의사소통

분석은 일차 으로 코드에 따라 분류된 언어 , 언어 외,

비언어 기술을 범주에 따라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하고 필사한 의사소통은 내용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상자는 모두 여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22.2세 다. 학생

의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6명(14.6%), ‘만족’이 25명(61.0%), ‘보통’이 10명

(24.4%)이었다. 그리고 학생의 이 학기 학업성 에

한 자가 보고에서는 ‘ 간’ 수 이 26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 상’과 ‘ 하’가 각각 8명(19.5%), 7명(17.1%)이

었다. 학생의최근간호 임상실습 시환자, 보호자와의 의

사소통 수행능력에 한 자신감에 해서는 최 0 인

‘매우 자신 없음’ 부터최고 10 인 ‘매우 자신 있음’의

수로 자가 평가 시 평균 6.1 이었다.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Mean(SD)

Age (years) 22.2(.62)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average
unsatisfied

very unsatisfied

6(14.6)
25(61.0)
10(24.4)
0(0.0)
0(0.0)

Academic grades

high
mid-high
middle
mid-low
low

0(0.0)
8(19.5)
26(63.4)
7(17.1)
0(0.0)

Communication
competency

6.1(1.7)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3.2 간호시뮬레  시 학생  사 통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의 의사소통 범주 유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고). 우선 학생이

주로 사용한 정 반응의 의사소통 기술 가운데 첫째,

친근감 보이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은 표 화 환자와의

첫 면 시 자신에 한 노출 즉, 소개로 시작하 다(19

건, 2.2%). 의사소통 시 비언어 기술로 맞춤(151건,

17.3%)을가장 많이 사용하 고 표 화 환자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들어주었다(14건, 1.6%). 온화한 음성과

어조 등의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 다(8건, 0.9%). 의사

소통 시 표 화 환자가 표 한 내용에 해 다른 용어로

다시 표 해주며 경청하는 반 은 10건(1.1%)이었고, 표

화 환자의 표 을 되풀이하며 경청하는 재진술은 9건

(1.0%)이었다. 둘째, 긴장해소의 경우 상자에게 유머,

만족 표 등은 1건(0.2%)으로 상 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목/동의 보이기의 경우 학생은 표

화 환자의 이야기에 “아”, “네” 등의 보조언어를 사용하

면서 능동 으로 경청을 하거나(55건, 6.3%) 보조언어를

사용하지않고 수동 으로경청하 다(12건, 1.4%). 한

학생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가 환아의 증상

등으로 인해 불안, 걱정 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안심시

키고(21건, 2.4%) 수용 이해하 다(4건, 0.5%).

립 정보 교환의 범주 가운데 답변을 한 부분으

로써 넷째, 제안하기의 경우 학생은 환아 어머니인 표

화 환자에게 한 재를 제안 조언하 다(69건,

7.9%). 다섯째, 학생은 평가, 분석, 감정 표 등의 한

의견을 제시하 다(30건, 3.4%). 여섯째, 정보 제공하기

로써 학생은 학생간호사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에게 장염 방을 한 간호교육 등을 포함한 정보

제공을 하고(119건, 13.7%), 표 화 환자 환아에게 증

상 상태 등을 사정한 결과를 설명하 으며(77건,

8.8%), 비언어 으로는 잦은 설사로 인한 피부통합성 등

을 사정하기 해 찰하 다(35건, 4.0%).

립 정보 교환의 범주 가운데 질문을 한 부분으

로써 일곱째, 정보 구하기의 경우 학생은 의사소통 종료

시 에서 표 화 환자가 잘못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사소통의 마무리 단계에서 요약하는 기술을 제한 으

로 사용하 다(11건, 1.3.%). 그리고 환아의 증상, 간호정

보 등을 악하기 해 확인을 하 다(75건, 8.6%). 여덟

째, 의견 구하기의 경우 장염 환아의 발열, 설사 등의 증

상 조 을 해 처방된 경구약의 투약간호 등 간호 재

시에 환아의 이름,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개방 질

문(open question)을 사용하 고(57건, 6.5%) 아홉째, 표

화 환자 환아가 이행 가능한 부분에 해제안을구

하 다(11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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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Contents
Frequency
(%)

Social-
Emotional
Area:
Positive
Reactions

1. shows solidarity

reflection 10(1.1)

restatement 9(1.0)

orientation 19(2.2)

eye contact 151(17.3)

nodding 14(1.6)

gentleness 8(0.9)

2. shows tension
release

laughs/humor 1(0.1)

3. Agrees

acceptance/
understands

4(0.5)

encouragement 21(2.4)

active listening 55(6.3)

passive listening 12(1.4)

Task Area:
Attempted
Answers

4. gives suggestion direction 69(7.9)

5. gives opinion
evaluation
/analysis

30(3.4)

6. gives orientation

information 119(13.7)

explanation 77(8.8)

observation 35(4.0)

Task Area:
Questions

7. asks for
orientation

summary 11(1.3)

identification 75(8.6)

8. asks for opinion open question 57(6.5)

9. asks for
suggestion

possible action 11(1.3)

Social-
Emotional
Area:
Negative
Reactions

10. disagrees

non-eye contact 11(1.3)

shifting responsibility 4(0.5)

interrogating 2(0.2)

circle talk 3(0.3)

talking to oneself 13(1.5)

insufficient empathy 12(1.4)

11. shows tension
stiff appearance 25(2.9)

equivocation 11(1.3)

12. shows
antagonism

non-listening 1(0.1)

onlooking attitude 1(0.1)

Table 3. Communication of Students in Simulation

반면에 Bales[18,19]의 부정 반응에 근거하여 열 번

째, 상자에게 주목하지 않고 소극 거부를 보이는 경

우로써 학생이 표 화 환자의 질문에 을 마주치지 않

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등을 돌린 자세로 있는 경우도 있

었다(11건, 1.3%). 그리고 표 화 환자가 간호사 호출 벨

(call bell)에 한 학생간호사의 응답이 늦거나 간호요구

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학생이 원인을 외 향으로 돌리거나 한 응 없

이 간호를 한 재를 제공하기 해 다른 주제로 화제

를 히 환하 다(4건, 0.5%). 학생은 표 화 환자에게

정보를 확인하고자 심문하듯이 질문을 연달아따져 묻기

도 하 다(2건, 0.2%). 그리고 시뮬 이션 시 2인 1조로

참여하므로 학생 1명이 주도 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나

머지 1명은의사소통의 내용을경청하지 않아 환아 표

화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다(3

건, 0.3%). 학생이 표 화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도 에 의사소통 상황과는 무 하게 나머지 1명이 말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간호수행만 집 하면서 의사소통을

고려하지않고수행결과를 달하기도하 다(13건, 1.5%).

그리고 학생은 표 화 환자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12건, 1.4%). 열한 번째, 긴장을 보이는 경

우로써 표 화 환자가 비 조 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학생이 이에 해 학생간호사로서 필요

한 응 를 히 하지 못하고 매우 긴장하거나 경직된

모습도 찰되었다(25건, 2.9%). 는 학생이 한 응

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한 얼굴로 잠시 침 곁을 서성이

다 소극 인 자세로 사과하며 얼버무리거나 표 화 환자

를 외면하고 학생간호사끼리 서로 속닥거리는 모습도

찰되었다(11건, 1.3%). 마지막으로 비우호 으로 보이는

경우로써 학생이 표 화 환자의 말을 경청을 하지 않고(1

건, 0.1%) 방 자세로 임하기도 하 다(1건, 0.1%).

4. 고찰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의 범주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고

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의 분류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

이 사용한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간호사로서 립 인 정

보 교환을 한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있

었다. 그리고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

통에서 언어 기술이 언어외, 비언어 기술에 비해 자

주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연재와 한 선[1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정신간호학 실습 상황에서 정신질

환자와의 의사소통 시 실제로 언어 의사소통 기술을

비언어 기술보다 2.6배 더 많이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

와도 유사하 다. 이는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과 표

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환아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표 화환자의간호요구에따른목표지향 이고 인

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

학생의 의사소통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학생간호사

의 역할을 한 자기노출 소개, 개방 질문, 확인, 정

보제공, 피드백, 조언, 맞춤 등의기술을 주로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뮬 이션에 참여한 학생이

사용한 자기노출 소개는 장염 환아의 보호자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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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환자를 면하여 계 형성 시 “안녕하세요? 학생간

호사 OOO 입니다.”라고 획일 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신분을 알리기

해 기존의 간호교육 시 학습된 화법을 습 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간호 재를 제공하기

에 환자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한 “환자분 성함이 어

떻게 되세요? (등록번호 확인을 해 환자 팔찌를 확인

하겠습니다.)”라는개방 질문도 역시학생의 학습된 부

분임을 확인할 수있었다. 특히 학생의이와 같은 학습된

화법은 학습 이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의

부분이 학습된 화법을 경직된 자세로 외운 듯이 되풀이

하는 경우가 자주 찰되었다. 실제로 환자 보호자 등

의 간호 상자는 간호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음성, 어조, 표정 등에서 온화함이 느껴질 때 진심 어린

간호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한다[17]. 간호 수행 시 자기노

출(소개) 환자 확인 등은 반드시 필요한 차이므로

학습된 화법을 반복 으로 사용할지라도, 이러한 언어

표 을 화사한 표정,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성, 미소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상자와의 신뢰

감, 친 감을 바탕으로 한 계형성(rapport)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는 강의식 수업을통한 학습에서 그치

지 않고,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등과 같

이 실제 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임

상실습에서보다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한다.

한 정 반응 가운데 친근감을 보이는 경우로써

상자의 느낌, 경험 등의 표 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

시 표 하는 반 , 상자의 언어를 그 로 되풀이하며

반응하는 재진술[21], “( 재의 입원 치료 상황에

해) 걱정되시죠.”, “(환아의 증상에 해) 지 많이 좋아

졌어요,”, “(간호 재를 제공한 후) 증상이나상태가 호

될 거 요. 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등의 안심이나

이해 수용과 같은 수 높은 언어 기술들은 제한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은 상자

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 “네” 등의 보조언어를 사

용하여 의사소통을 보다 매끄럽게 진시키는능동 경

청을 주로 사용하 다. 그리고 환아 는 표 화 환자와

화 시에 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

기술에 비해 환아 표 화 환자의 어깨 두드리기,

손잡기 등의 치료 스킨십은 찰되지 않았다. 상자

의 언어 , 언어 외, 비언어 행동에 히 반응하는경

청과 공감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자의 힘 북돋우기

(empowering)를 한 요한 의사소통 능력 하나이

다[8]. 학생이 간호 상자와의 의사소통 시 흐름에 방해

가 되지 않으면서 반 , 재진술 등의 언어 기술을 통한

극 경청, 그리고 공감 이해, 치료 스킨십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간호학

생 개개인의 타고난 공감 능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

사소통 훈련을 통해 임상 공감(clinical empathy)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것이다[22].

학생의 의사소통 가운데 자주 사용된 립 인 정보

교환을 살펴보면 학생간호사로서 환아 표 화 환자에

게 간호정보를 확인하거나 교육을 제공하고, 한

처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자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간호시뮬 이션의 의사

소통 내용이 학생간호사와 간호 상자의 치료 계를

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세부 으로보면, 학생간

호사가 보호자인 표 화 환자에게 “(로타 바이러스 등과

련된) 방 종을 했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나요?”

등의 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아니오”의 답

변을 유도하는 폐쇄 질문을 자주 사용하 다. 이는

상자의 다양한 간호 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확

인을 해 폐쇄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폐

쇄 질문을 연달아서 캐묻듯이 따져 묻는 비치료 형

태도 나타났다. 이는 상자가 정보에 해 생각하고 답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여 잘못된 정

보를 유도하게 하며, 여러 가지 질문에 해 한 답변

을 하지 못하여 질문자로 하여 재질문을 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정보수집을 한 폐쇄 질문을남용하는

따져 묻기는 간호사가 주어진 시간 내에 간호문제를 해

결하고 정확한 간호 재를 수행해야 하는 임상 환경을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실제로 임상에서 간호사가

간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서 지지 등을 해 다양한

치료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인력, 자

원, 시간등의 간호 환경으로 인한 제약이 있었다[22-24].

간호시뮬 이션 시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인 시간 내에

한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에서 간호 임상 환경과 유사하므로 간호학생이 학습

훈련되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용할 것을

기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간호 환경의 제한 을 해결하고 간호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사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25,26].

한 학생의 의사소통 가운데 부정 반응으로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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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가 힘들고 지친 표정을 보이거나 간호에 해 불

만족스러운 내용을 제기하는 등의 불편한상황에서 학생

은 간호사로서 이에 해 하게 처하지 못하고 매

우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상자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학생간호사가 용 가능한 의사소통

에 한 근이 간호 교과과정 내 주로 정신간호학 분야

에서 정신질환 상자와의 면담에 을 두고 있어 의

사소통 기술이 실제 학습 이로 이루어지는데한계가 있

음을보여 다[17,22]. 다시말해 간호학생 는간호사가

실제로 자주 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편한 다양한 사례

를 용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

램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례 심의 간호시뮬 이션 시

표 화 환자를 활용하여 간호 상황에서 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 간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부정 감성을 정 감성으로 환하여 문제 인식과

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사 간호학생의 감성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25-27].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에서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의 의사소통을 분석하 으므로

체 간호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간호 환경에서 확인된 의사소통기술이나 맥락에

서 더 나아가 장염 환아 간호와 같은 실제 인 간호사례

심의 간호시뮬 이션을 용하고 학생과 간호 상자

역할을 하는 표 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근하 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간호 제공자의 립 정보 교

환 뿐만 아니라 정 , 부정 반응의 범주 가운데 필요

한 의사소통과 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간호시뮬

이션, 임상실습 등의 학교육 과정 내 교수학습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간호사례를

용하여 학생의 의사소통과 련된 간호시뮬 이션 교육

과정을 개발 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는 궁극 으

로 간호 제공자가 조직 내에서의 효율 인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간호수행 능력과 효능감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다[28,29].

5. 결론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시

학생이 사용한 의사소통의 범주와 빈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에 한 분석 결과는 실제 간호사

례 심의 의사소통 로그램의 개발 용에 한 근

거가 된다. 이러한 로그램은 궁극 으로 제한 인 간

호 환경에서 학생들이 환자, 보호자 등의 간호 상자와

의 의사소통즉 학습된 언어 , 언어외, 비언어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 이로의 연계를 기 하게 한다. 한 본

연구는 학생이 자주 경험하는 간호사례를 고려하여 간호

상자와의 면 시 긴장되고 불편한 간호 상황에서 학

생의 부정 반응과 같은 비치료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정 반응의 치료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에서 의

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로그램의 개발과 용은

학생간호사의 개인 인 발 뿐만 아니라 향후 임상 간호

사가 간호업무 수행 시 간호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

는 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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