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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빠른 과학기술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보화 시 는 간호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를 기 하고 있다. 간호는 인지적 측면뿐

만 아니라 정서적 및 행동적 측면의 통합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

다. 특히 전문적 간호일수록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1]. 이를 반영한 간호교육과정은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교내실

습을 통한 간호술기역량을 강화한 후 임상실습에서 간호 실무

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환자 안전에 한 문제로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간호술기, 임상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경험할 기

회를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다[2].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에 

한 한계 및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제한 등을 극복하

기 위한 안으로 현장실습에 적합한 맞춤형 실습 교수법 개발

이 필요하고, 비 면 환경에서 핵심간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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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3]. 이

러한 간호교육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간호 학생

들의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시

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4].

시뮬레이션은 마네킨이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실제상

황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지며 다양한 간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1].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

에 간호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학습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학습 설계로 인정되어 왔으며[5], 반복적인 

토의와 술기연습 및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이다[6]. 초기에는 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심폐소생술 간호술기 및 지식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점차 

다양한 교과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적용하는 것으

로 확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을 적용한 

교과목이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레이션 실습은 학생들이 배운 간호지식을 술기와 함께 적용하

면서 지식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임상실습보다 임

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7]. 

특히, 정신건강간호학에서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 실습은 임상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실수 및 

시행착오 등이 허용되는 모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습

에 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학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8]. 왜냐하면,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임하

는 간호 학생들은 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환경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환자 면 실습에 한 부담이 크고,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간호에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환

자와의 관계형성에 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9].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은 학생의 학습만족도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

법이며[10], 인관계능력,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과 자

기효능감[11] 및 기술습득, 비판적사고 및 의사결정을 발전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2]. 그러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레이션 교육에 한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에도 불

구하고 선행연구가 제시한 각각의 다양하고 다른 결과를 간호

교육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7]. 첫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표준화의 부족, 빈약한 평가방법 및 전문가

들 사이의 제한된 노출로 인해 검증된 모범사례를 확인하여 알

리는 것이 제한적이다[13]. 둘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 수업은 교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낯선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시연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에서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자신

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10]. 실제로 표준화 환

자 활용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되면서 녹화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당황스러웠으며, 디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실제 의사소통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제

처럼 몰입하여 의사소통 능력, 인관계 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시뮬레이션에 참여

한 간호 학생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

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이 간호 학생에게 어떠한 경험이었는지에 한 심층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에 참여하여 경험한 의사소통의 실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레이션에서의 의사소통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에서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에서 겪는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

해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Colaizzi [15]

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과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강원도 지역의 K 학에 재학 중이

며,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였다.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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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는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3월 실습을 시작하며 연구에 관

한 사항을 공지하였고 참여하길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청을 받

아 진행하였다.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생들로 성별에 상관없이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17명이었다. 

2) 시뮬레이션 과정 및 연구과정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은 “주요우울

장애 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이었으며, 시나리오 구성은 

최근 친구의 자살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한 남자 상자의 초기면담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학생은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학생은 

20~25명으로 4~5명씩, 5~6개의 조로 편성하였다. 시뮬레이션

은 1주차와 2주차, 각각 3시간 45분씩 2번 진행하였다. 1주차는 

시뮬레이션 안내 60분, 치료적 및 비치료적 의사소통 동영상 

시청 후 토의 및 발표 120분, 교수자의 피드백 45분으로 진행하

였으며, 2주차는 시뮬레이션 안내 15분,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

통 시뮬레이션 시연 후 피드백 180분(조별 순차적 진행방식), 

디브리핑을 통한 자기성찰 및 보고서 작성 30분으로 진행하였

다. 표준화 환자와 진행되는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은 조별 학생

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룸에 입장한 후, 한 명씩 표준화 환자와 

1:1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표

준화 환자에 의해 시작과 종료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time in 

time out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별 시뮬레이션 운영의 구성

은 일 일 시뮬레이션 4~5분, 일 일 표준화 환자의 피드백 

1~2분, 조별 시뮬레이션 후 전체 피드백 및 학생의 소감 3~5분

으로 평균 30~40분이 소요되었다. 모든 팀원이 표준화 환자와 

시뮬레이션 시연과 피드백이 끝나면 디브리핑 룸으로 이동 후 

자신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면서 디브리핑과 자기성찰을 

하였다(Figure 1).

표준화 환자는 강원도 K 학에서 표준화 환자 역할을 3년 

이상 수행해 왔고, 타 학에서도 표준화 환자 역할을 하고 있

으며, 민속문화, 광 패, 풍류 공연 등의 경력이 있는 연극배우

이다. 2022년도 1학기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2월 

방학 중에 두 번의 회의를 시행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1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진행 방법 안내, 시나리오 내용 안내, 표준화 

환자의 역할, 역할 수행 시 주의 사항 등에 해 교육하였고, 2

차 회의에서는 시나리오 내용을 토 로 표준화 환자와 본 연구

의 연구자인 두 명의 정신간호학 교수가 2시간 동안 시뮬레이

션룸에서 시나리오 시연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을 직접 운영

하였으며 이 중 공동연구자가 포커스그룹의 관리와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Week 1 training course Week 2 training course Research process

Introduction to video 
simulation training

Introduction to simulation training 
with standardized patient

Description of research 
purpose and process

First round of watching 
simulation video

Feedback after simulation demonstration 
with standardized patient

Selection of focus group

Second round of watching 
simulation video

Introspection through debriefing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Discussion and presentation of 
simulation video

Write an report
Transcription and analysis of 

interview data

Feedback of instructor Feedback of instructor

Figure 1. Simulation Training Course and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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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친 한 참여자들을 같은 그룹에 배정하여 5개의 포

커스 그룹(A그룹 4명, B그룹 3명, C그룹 5명, D그룹 2명, E그

룹 3명)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그룹 면담은 평균 1회

로 1회 면담은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각 그룹의 참여자

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에 교수 연구실, 시뮬레이션 디브리

핑룸 등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의식의 흐

름에 따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화와 수

업 및 시뮬레이션 경험 등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였

다. 구체적인 주요 연구 질문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에서 의사소통 경험은 무엇이며, 어떤 감정을 느꼈나?”였

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체적인 추가 질문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중 좋았

던 경험은 무엇인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중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

뮬레이션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등 포화상태(saturation 

level)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자연스러운 면담진행을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간 활발한 의견이 표출되지 못할 때는 보조질문을 통해 그룹 내

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타나면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스마

트폰 음성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된 면담의 내용은 가능한 빠

른 시간 안에 참여자의 표현 그 로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각 

그룹의 면담 상황과 참여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면담 중 메모를 작성하였다.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

된 K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1041455-202204-HR-003-01)을 받은 후 수행하

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에 해 설명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강요

나 강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어

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모

두 녹음될 것이며 면담 내용의 녹음과 필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

구참여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 연구철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

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면담을 

마친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은 일련의 번호로 기호화하여 처리되었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16] 이 제

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

(consistancy) 및 적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

도록 하였으며, 진술문의 요약 내용이 참여자가 표현한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한 개인적 가치판단과 편견을 배제하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

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

과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 및 국문학 전공자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간호학 교수에게는 면담자료의 분석 

내용에 한 평가 및 임상에서의 의미 있는 현상인지에 해 자

문을 받았다. 국문학 전공자에게는 주제, 주제모음, 범주와의 

연관성이 적합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새로운 내

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saturation level)까지 자료를 수

집하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경험에 

한 본질을 탐색하여 시뮬레이션 경험을 있는 그 로 기술하고

자 하였다.

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현재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서 질적연구방법으로 학위

논문을 썼으며, 여러 편의 질적연구방법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정신질환 상자의 상담 및 사례관리의 임상경

험과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교육 및 상담을 수년간 수행한 경

험이 있다.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경청하고 질문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경험의 의미를 

이끌어 내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질적연구 

관련 세미나 및 학술 회,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질적연구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구 

전반에 걸쳐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획득하

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중 Colaizzi [15]

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는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참여자의 진술을 그 로 필사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2단계는 참여자의 진술

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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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을 찾아 표시하고 간단한 단어로 코딩하였으며, 유사한 

진술 중 표적인 진술을 취한 후 주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

계는 추출된 진술들로부터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인 연구자의 언

어로 재진술하였다. 4단계는 주제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

하면서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었으며 이 과정에

서 공동연구자와 주 1회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명명 과정을 

상호확인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5단계는 표준화 환자

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의사소통 경험으로 확인된 주제, 주

제모음 및 범주로 조직하였다. 6단계는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

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총체적인 기술을 하였다. 발견된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연구참여자와 질적연구 경험이 있

는 간호학 교수 및 국문학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에 

한 평가와 주제 범주화에 해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2.5세로 최소 21세에서 최고 25

세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4명이었다. 연구참여

자 17명으로부터 얻은 원 자료를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 

140개로부터 19개의 주제를 구성하고 9개의 주제 모음과 4개

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에서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경험은 ‘실제 상황처럼 몰입

함’, ‘예측불허 의사소통 상황에 당황함’, ‘의사소통에 해 자

기성찰을 함’,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 나타났다

(Table 1). 

1. 실제 상황처럼 몰입함

1) 실제 환자처럼 느껴져 이끌려감 

(1) 표준화 환자가 실제 환자로 느껴짐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가 실제 환자처럼 상황에 몰입해 연

기하는 모습을 통해 실제 환자를 만나 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

을 강하게 받기도 하고 환자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

하기도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상황에 더 몰입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끼리 역할을 배정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성 있는 의사소통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자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환자분 역할을 맡

고 계신 분이랑 만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일단 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래도 약간 환자를 만났다는 느낌은 좀 

Table 1. Communic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Preoccupation in the 
situation like it’s real

Felt like a real patient and being led ․ Standardized patient felt like a real patient
․ Led by the response of standardized patients

Reacted like a real nurse ․ Felt like a real nurse
․ Felt like communication in a psychiatric ward

Empathy took place as in real life ․ Grieved together
․ Countertransference occurred

Embarrassed by 
unpredictable 
communication 
situation 

Embarrassed by unexpected 
communication process

․ Confused by unpredictable situations
․ Occurred emotional chang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Embarrassed by real communication 
differs from theory

․ Felt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ication theory and real
․ Confused about communication method

Self-reflection on 
communication

Idea about communication were 
diversified 

․ Different thoughts on empathy
․ Be aware of the new way about communication
․ Be aware of the own communication through debriefing 

Thought about future career ․ Felt interest in psychiatry
․ Felt difficulty in psychiatry

The effort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Strived for patients-centered 
communication

․ Needed a conversational method fits the patient’s situation
․ Thought to say something touches patient’s heart

Tried to understand communication ․ Be aware of factors influence communication
․ Determined to try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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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했던 것 같아요.(Group A)

직접 그 눈빛이랑 부들 떨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랑 눈동자도 흔들리고 계속 땅만 보시고 어깨

도 들썩이고 있는데 이렇게 떨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

무 울컥하는 거예요. 확실히 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

어요.(Group B) 

시뮬레이션이 학생들끼리 환자 역할도 하고 보호자 역할

도 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따로 표준화 환자를 

섭외해서 환자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상처 받을까봐 더 조심

하게 되고 더 몰입되는 거는 확실히 있었어요.(Group C)

(2) 표준화 환자의 반응에 이끌려감

참여자들은 마음속으로 준비한 말들을 할 때보다 표준화 환

자가 표현하는 반응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이끌려 갈 때 그 상

황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화 환자가 참여자들의 부

정적일 수 있는 말과 행동에 해 긍정적 생각과 느낌을 받았다

고 한 것에 해 인정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준비한 게 다 떨어지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환자 이름 

물어보고 필수적인 질문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말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자 반응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

요.(Group A)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벌써 친구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

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히려 표준화 환자가 되게 신박한 말이었다고 해 주시는 거

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해도 해결 

방법으로 들으시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Group A) 

정신 시뮬레이션은 상자(표준화 환자)의 반응에 따

라서 저희가 또 반응을 다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고...(Group E)

2) 실제 간호사처럼 반응하게 됨

(1) 실제 간호사가 된 것 같음

참여자들은 상황에 집중하여 몰입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자

신에 해 실제 간호사가 된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표준화 환자랑 직접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의 간호사가 된 것 같고 진짜 공감해 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간 거니까 일

단은 더 몰입이 된 것 같아요.(Group A) 

표준화 환자와 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몰입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진짜 환자 내가 진짜 간호

사로서 이분 환자를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된 거.(Group A)

(2) 정신과 병동에서의 의사소통을 느낌 

참여자들은 실제 정신과 병동의 간호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화를 하는지에 해 짐작할 수 있었으며, 마치 정신과 

병동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하였다.

진짜 환자라고 생각해서 말하니까 간호사로서 이런 환

자들을 만나게 되겠구나...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신

과 병동에서는 환자가 처음 입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

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 같아요.(Group A)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본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증상이 완화된다기보다는 악화되지 않을까에 초

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의 그 에

너지 쏟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말을 한 것 

같아서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Group D)

3) 실제 상황처럼 감정이입이 일어남

(1) 함께 슬퍼하게 됨

참여자들은 우울증 환자의 역할을 표준화 환자가 연기하자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의사소통 내용에 감정적으로 몰입하

게 되었고 실제로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적, 생리적 및 

행동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저는 울까봐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눈물...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계속 표준화 환자의 페이스 쉴드만 보고.(Group A) 

환자 역할 해주는 분이 직접 오셔서 연기를 되게 잘해주

셔서 진짜 몰입을 해서 했는데 10년 된 친구가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눈물 흘릴 것 

같았어요.(Group E)

(2) 역전이 현상이 일어남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기억과 내적 갈등이 반영되어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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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감정적으로 과

거의 상처에 다시 직면하게 만드는 힘든 경험이었다. 

친구는 아닌데 아빠를 그렇게 사고로 보낸 경험이 있으

니까 뭔가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 사례의 사람처럼 

밥 잘 먹고 잘 자고 했던 기억이 너무 나서...(말끝을 흐리

고 울컥함)(Group A) 

약간 잊고 있었던 제 감정이 그 환자를 통해서 자꾸 꺼

내지는 기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진행하는 데 살짝 어려

움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약간 

그냥 자아성찰까지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요.(Group C)

그 환자를 보면서 전에 있었던 저의 기억이나 감정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울해 하는 

환자를 보면서 내 감정이 약간 투영되는 기분이 들어서 조

금 힘들기도 했어요.(Group C) 

2. 예측불허 의사소통 상황에 당황함 

 

1) 예상과 다른 의사소통 전개에 당황스러움

(1)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게 됨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마네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달리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어 준

비하는 과정뿐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션 진행 중에도 긴장감과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예상과 다

르게 진행되어 아무 말도 못하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였다. 

다른 시뮬레이터에 할 때는 그냥 말 안 하니까 그냥 이

렇게 프로토콜 로만 하면 되는데 이건 계속 바뀌니까 조 

애들이랑 각각 다 달랐는데 이제 나한테 또 뭐라고 하실까 

약간 그런 게 긴장이 컸던 것 같아요.(Group A)

너무 머리가 새하얘졌고... 제가 준비한 게 다 무너져버

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긴

장을 해서 한 30초 조금 넘게 아무 말을 못 했어요.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표준화 환자도 답을 안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해서 둘 다 이제 침묵을 계속 침묵을 이어갔는

데...(Group B)

 

(2) 의사소통 과정 중 감정변화가 생김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전에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

감이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의사소통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으

며,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후에는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의 태도

를 느끼거나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

하였다. 

제가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

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잘 마치기는 했는데 그냥 저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랑 좀 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답

답했어요.(Group B)

시뮬레이션 전에는 되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공감하

는 것도 아주 잘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말이 조심스러

워지기도 하고...(Group B)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만약에 또 실제 상황이었으면 되게 안 좋게 끝

났을 것 같아서 그거에 해서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

아요.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나오니까 좀 우울하고 그랬었어요.(Group C)

2) 이론과 다른 실제 의사소통에 당황스러움

(1) 의사소통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낌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론시간에 

배운 의사소통방법을 바탕으로 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식적이라고 느꼈으며, 이론적인 것에 집착하다보니 실제 의

사소통은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식처럼 느껴질까 봐 가기 전에는 환자한테 어떻게 손

을 잡아주거나 뭐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

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많이 하면 환자한테 부정적이게 느

껴질 수 있으니까 뭔가 더 조심스럽고 뭔가 또 가르쳐주신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더 가식적이게 느껴지고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

요.(Group A) 

처음에는 기 했으나 직접 화하면서 진짜 실제는 다르다

는 걸 경험하면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생각했어요.(Group D)

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결방법을 제시하게 되

거든요. 경청만 하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계속 하면 안 되

는 거 신경 쓰느라 좀 더 편하게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

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뭘 얘기했는지도 그냥 모르

겠어요. 다른 걸로 얘기가 진전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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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Group E)

 

(2) 의사소통 방법에 한 혼란스러움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어 화를 하면 되는 것이

지 이론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 고민하고 있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을 써야 하

는지 아니면 비언어적 표현을 써야 하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표준화 환자가 말씀하실 때 저도 거기에 진짜 공감을 

해서 제가 그냥 말이 나왔는데 치우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써서 말해야 하는지에 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는 

몰입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이 그렇게까지 중

요하게 작용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Group A)

그냥 눈을 더 마주쳐야 되나 아니면... 반응 같은 말을 

하면 ‘그렇군요~’ 이런 걸 더 해줘야 되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Group C)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

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Group D) 

다른 시뮬에서 정답이 있듯이 정답으로 접근하려 했던 

것 같아요.(Group E)

 

3. 의사소통에 대해 자기성찰을 함 

1)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짐

(1) 공감에 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해

왔던 공감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공감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감을 배우면서 느끼는 차이점에 

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으며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정한 공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의 공감이 지나치다는 생각, 공감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가식이라는 생각, 친 한 관계가 아니더

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등 공감에 해 다양한 생

각과 경험을 하고 있었다.

저는 누구랑 얘기할 때 항상 내가 공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감이 전혀 되지 않고 약간 해결 방법을 더 

얘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Group A)

저는 되게 공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

가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

니까 어떤 식으로 달래줘야 될지도 모르겠고...(Group B) 

제 자신에 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공

감을 못하지? 내가 문제가 있나?’ 계속 저한테 의문을 던

지는 것 같아요. 왜 왜 이때 이렇게 못하지.(Group B)

저는 약간 감정이랑 공감이 너무 과해서 진짜 너무 과

해서 뭐만 봐도 울고 친구가 고민 털어 놓으면 걔가 울면 

저도 울고 이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저는 감정을 덜어내는 

걸 배운 것 같아요.(Group C)

공감도 하고 경청도 하고 되묻기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감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게 공감밖에 없는 것 같은데... 

(Group D) 

공감을 해봐라 해서 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요. 그건 가식이에요. 진짜 공감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

라 누군가가 계속 말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

을 받으면 계속 말을 할 거니까요.(Group E) 

임상에서 진짜 이런 상자와 화를 할 때, 친 한 그

런 관계가 없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건 연습이 됐다고 생각해요.(Group E) 

(2) 의사소통 방법에 해 새롭게 알게 됨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식적인 

화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말투, 자세, 목소리 톤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

지를 알고 새롭게 배워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되

게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체적인 거랑 정신적

인 것도 우리가 다 간호해야 되는 거니까 다 의미가 있구

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Group A)

그냥 끄덕이기만 해도 상 방이 공감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상 방에게는 

공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Group A)

정신과 환자들은 공감이 필요한 분들이고, 일상생활에

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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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말투나 

이런 것도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아요.(Group C)

남한테 좀 더 다가가는 듯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

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컸고 말하는 말투라든가 소통하는 방법에 해서 생각하

게끔 됐어요.(Group D) 

(3) 디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에 해 알게 됨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을 마친 후에 조원들과 

자율 디브리핑을 하면서 자신의 실제 의사소통하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표준화 환자와 교수자의 피드백과 

촬영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험이었다. 

저는 제 말투가 그런지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말투가 아닌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말을 했나 진짜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공감을 했는데 막상 영상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더

라고요.(Group A)

표준화 환자와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 주시는데 그 피

드백이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Group B)

칭찬을 들어서 저는 진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제 말투랑 제 몸짓도 과하고 그래서 저

는 저 같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 사람 비즈니스다 싶을 

것 같아요.(Group B)

사람이 말하는 태도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내가 

나중에 임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내 말투에 

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Group C) 

2)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함

(1) 정신과에 흥미를 느낌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정신과 진

로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정신과로 진로를 

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저 근데 말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저는 정신과

도 괜찮을 것 같다, 배우고 싶다, 이런 것도 생겼던 것 같아

요.(Group C)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상자를 만나볼 경험이 거

의 없다보니 진로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계기

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Group D)

(2) 정신과는 어렵게 느껴짐

참여자들은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수업이 어렵게 느껴졌

으며, 공감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반 로 상황에 너무 빠

져들어 감정이입이 되고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

과 간호사를 진로로 선택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사람이랑 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정신과를 

혹시라도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했는

데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깔끔하게 접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Group B)

제가 환자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시는

데 딱히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를 가면 좀 문제아가 될 것 같아요.(Group C) 

10년 된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데 약간 1분 울컥했고 정

말 한 마디도 못했어요. 감정이입이 돼야 공감이라고 생

각하는데 그때 그런 감정이었어요. 감정이입이 계속되면 

정신과 가서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정신과 가기 힘들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Group E)

4.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노력함 

 

1)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고려함

(1) 환자 상황에 맞추는 화방법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수업에서 배운 치료적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만나서 환자에 따라 화 기술이 달라지고 문제해결보

다는 감정에 집중하면서 상황에 따라 편견없이 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론적인 거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상자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위로의 형태

가 될 수도 있다고 표준화 환자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긴 했어요.(Group C) 

전에 임상실습을 하면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

었던 거 이런 공감을 해줬던 게 그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잘

했다고 이렇게 라포 형성이 잘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런 치료 기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학습하는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Group C)

사람들마다의 특성에 따라 화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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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표준화 환자라고 하니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어진 상황

으로만 편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Group D) 

(2) 환자 마음에 닿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하

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언젠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신 시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

각해서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Group A) 

만약에 그분이 진짜 환자라면 ‘마음에 닿는 말을 한 학

생이 좋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다.’ 라고 하면 그 다

음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Group C) 

정신은 왠지 저는 좀 정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좀 더 알아가고자 

관심을 더 높이면 그게 언젠가는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느

껴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요.(Group D)

2) 의사소통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함

(1)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게 됨

참여자들은 성격, 정신건강, 민감성 등이 의사소통에 영향

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성격 같은 면도 있던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한 친구는 그냥 

라운딩만 계속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서 얘기도 하는

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Group A)

뭔가 솔루션을 주거나 공감을 줄 때 나 먼저 뭔가 정신

이 건강해야 그만큼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어서 뭔가 멘탈 건강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가

야 될 것 같아요.(Group A) 

환자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말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면 그 말 안 하고 또 바로 그냥 

다 넘어가고...(Group B)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시선도 피하고 목소리 톤도 맞추

지 못하다 보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재능라고 생

각해요.(Group D)

 

(2) 의사소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

상되어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으며,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

고 싶은 마음도 들고 다른 병동 임상실습에서 화기술이 향상

된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냥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누구한테나 공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걸 부정당한 기분이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향상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더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Group B) 

이런 말을 다시 했을 걸 이런 생각도 아직도 있고 다시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건 있어요. 다시 하면 저번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을까.(Group C)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우울감이 있는 환자

와 라포형성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

하는 것도 좋아졌거든요.(Group E)

논 의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경험에 한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표준화 환자 활용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경험은 ‘실제 상황처럼 몰입함’, ‘예측불

허 의사소통 상황에 당황함’, ‘의사소통에 해 자기성찰을 

함’,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마네킨

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과 달리 표준화 환자 활용 의사소통 시

뮬레이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정변화로 인해 당황스러움을 경험한 것이다. 표준

화 환자에 의해 연출되는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상

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

르다는 연구결과[17]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표준화 환자는 마네킨과 달리 교육목표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신체 반응이나 감정을 자유

롭게 변화시켜 표현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므로 표준화 환자

의 의사소통 반응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예

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시뮬레이션 전에는 자신

감이 있었으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황하게 되

었고 시뮬레이션 후에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이 당황스러움을 경험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진행되는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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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로 반응하는 것이 더 치료적이라

고 생각하면서도 이론적으로 배운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집

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하였다. Son과 Kim 

[18]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부분이 학습된 화법을 경직된 자

세로 외운 듯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 환자가 특

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학습된 화법을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하는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간호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뮬레이션 상황이

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

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분의 간호 학생들은 의사소

통 방법 및 기술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일상생활에 잘 적

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자와 면하여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는 치료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시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은 더 나아가 정

신간호사로서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

고 있었다. 간호 학생이 정신과 근무를 희망할수록 학습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9]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정신

간호사를 희망하더라도 당황스러운 의사소통 경험으로 인해 

정신간호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표준

화 환자와 4~5분간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표준화 환자의 반응에 당황하여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

사소통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변화를 일으켰으며 정신간호사

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은 다양

한 알고리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시간

도 충분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화 환자

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을 계획할 경우 간호 학생에

게 자신의 의사소통에 한 당황스러운 경험의 기회를 감소시

킬 것이며, 의사소통 방법 및 기술을 개선하여 자신감을 갖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은 정

신간호사로서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

션에 실제상황처럼 몰입할 수 있었다. 표준화 환자가 실제 환자

로 느껴지고 학생간호사가 실제 간호사처럼 느껴지며 시뮬레

이션 상황이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 시뮬레이션에 몰입할 수 있

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

뮬레이션이 학생 스스로 환자 상황에 몰입하여 환자와 함께 문

제를 찾고 환자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과정임

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

션이 표준화 환자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법에 따라 공헌하는 바

가 다르다는 연구결과[17]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Bak과 

Kim [20]의 연구에서는 치료적 의사소통 및 조현병에 한 사

전학습 후 표준화 환자와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브리

핑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에 몰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치료적 의사소통 

동영상을 시청하고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한 학습 및 점검

이 이루어진 후에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에 참

여하였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가 재연하는 상황이 실제처럼 느

껴져 연구참여자도 실제 간호사가 된 것 같은 몰입이 일어난 것

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

이션의 모듈과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와 표준화 환자의 실제 같은 연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몰입은 정확한 목표, 현실성 있는 상황 및 구체적인 

피드백이라는 전제하에 환자의 표현적 행위 및 즉각적 반응에 

따라 공감적 이해에 집중하게 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21]. 따

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계획할 때는 달

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내에서 사전학습 또는 동영상 학습을 

포함하여 구성된 표준화된 모듈을 개발하고, 간호 학생의 생

각과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도록 비정형화된 시나리오를 구성

해야 하며, 잘 훈련된 표준화 환자에 의해서 다양한 반응으로 

재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에 한 자기성찰을 통해 의사소

통이 향상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경험도 하였다. 연구참여

자들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 정신건강 및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나 결국 의사소통은 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

자 상황에 맞추어 마음에 닿는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자기성찰[14] 및 의

사소통 향상[22]을 가져온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이 지

식부족, 부정적 태도, 전반적인 부족함에 한 자기성찰[14]과 

자기성찰을 통한 배움[7]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

하였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부담과 불안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성찰

과 의사소통의 향상을 다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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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14,20], 역할극을 활

용한 시뮬레이션 교육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11]. 그

러나 Cahyono 등[22]의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

이션 교육이 역할극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후에 디

브리핑이라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의사소통이 향상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는 표준화 환자와 시뮬레이션 후 자신의 시뮬레이션 영상

을 통한 자기성찰 디브리핑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치료적 의사소통 동

영상 학습, 표준화 환자와 시뮬레이션, 자기성찰 디브리핑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모듈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알고리듬을 바

탕으로 비정형화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이 반복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몰입하여 연

기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통해 실제 같은 시뮬레이션이 이루

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한 검토와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용한 비정형화된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계획하여 반복적인 의사소통 시

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상자가 경험

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과정은 강원도 지역 K 학에서의 

교육과정에서 설계된 것으로 전체 간호 학생들의 표준화 환

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의사소통 경험으로 해석하는데 신중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의사소통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표

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은 사전학습, 치료적 

의사소통 동영상 학습, 표준화 환자와 시뮬레이션, 자기성찰 

디브리핑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모듈과 비정형화된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잘 훈련된 표준화 환자의 다양한 반응을 반복적으

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간

호 학생 스스로 의사소통에 한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계획될 때, 비로소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표준화 환자

를 활용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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