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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between pathophysiological subject and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thods: Eight registered nurse licensure
examination workbooks publish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Saunders comprehensive review for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NCLEX-RN) was used for analysis of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relevance between
the subjects in the standard syllabuses of pathophysiology and the registered nurse licensure exam items of these workbook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was analyzed. Results: The Relevance rat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 fundamentals of nursing 6.34% vs 32.12%, adult nursing 25.5% vs 25.92% child health nursing 7.81% vs 21.7%, woman health
nursing 5.1% vs 17.07%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7% vs 7.32%, and community health nursing 0.9% vs 0%. Conclusion:
the relevance in pathophysiology between the registered nurse licensure exam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high in
adult nursing and fundamentals of nursing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n developing integrated registered nurse licensure exam
questions, we should consider pathophysiology as an important subject.
Key Words: Nurse licensure exam; Biological nursing science; Path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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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양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1]. 기초간호학 교과목, 그 중에서
도 병태생리학은 대상자의 질환과 건강상태, 질병의 치료 방향을

1. 연구의 필요성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교과목이며, 간호지식의 기본이 된다고

간호학은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할 수 있다[2]. 더불어 간호학은 의학과 달리 병의 치료가 아닌 대상

학문을 기초로 하는 응용과학이며,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자의 총체적인 돌봄에 초점을 두므로 의학의 일부가 아닌 간호학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고유의 지식체로서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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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3]. 이에 기초간호학회에서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기초간

또한 간호 현장과의 관련성을 최우선시하고 전인적 접근을 통해 문

호학 교과목을 인체구조와 기능(기초간호과학 I), 병원미생물학(기

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미국 간호사 시험에서는

초간호과학 II), 병태생리학(기초간호과학 III), 약물의 기전과 효과

병태생리학 교과목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여 두 나라간

(기초간호과학 IV)로 결정하였으며[4],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개편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5-7].

이를 바탕으로 기초간호학 교과목내용구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과 졸업자가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

를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이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여 면

자의 전문직 역량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

허를 주는 제도로서, 신규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8]. 따
라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호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간호사 전문직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의 문항이
측정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비전 2010에서 시험항목을 과목별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과 병태생리학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에서 통합형식으로 바꾸고, 간호 현장과의 관련성을 우선시하

1)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에서 병태생리학 관련

여 타당성이 높은 시험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9].

문항을 추출하고 병태생리학 표준강의계획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시험문항의 배분기준은 기존의 대상자별 교

문항을 분류한다.

과목 구분을 따르고 있고, 국가시험 교과목의 통합 또한 교육현장

2)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에서 병태생리학 관련

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10]. 반면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시

문항을 추출하고 병태생리학 표준강의계획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험체제는 간호 현장과의 관련성을 최우선시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

문항을 분류한다.

과정을 거쳐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험기관의

연구 방법

전문성과 재원규모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간호사 국가시험은
차이가 많이 있지만, 현재 국가시험문항이 간호사 실제 직무와 관
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시험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11].

1. 연구설계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 중 병태생리학

실제로 임상 간호사들은 기초간호학과 임상과의 연관성이 매우

과 연관된 문항을 추출하고, 해당 문항을 연관성 분석기준을 이용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12,13]. 간호사들이 실무 수행 시 가장 큰

하여 평가하여 병태생리학 교과목과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어려운 점으로 기초간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

한 서술적 연구이다.

였고,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간호계의 문
제이다[14]. 일반 간호사 뿐 아니라 특정 분야의 상급 전문성을 가진

2. 연구대상

전문 간호사들 또한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 등 기초간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의 실제 간호사 국가

학 교과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5]. 이러한 간호사들의 교

시험 문항은 법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므로 직접 분석할 수 없는 한

육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간호사국가 시험 문

분석한 결과 기초간호학 내용을 포함하는 과정이 과반수를 차지하

항은 전국의 간호학과 교수들이 출제에 참여한 대한간호협회 간호

고 있었다[16]. 이는 기초간호학이 간호사들이 임상실무를 수행하

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최신판[Appendix I]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

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국은 간호사 국가시험(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of

하겠다.

Registered Nurse; NCLEX-RN)을 준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학습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통

고 우리나라 교과목과정과 유사한 순서로 내용이 구성된 문제집인

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간호

Saunders comprehensive review for the NCLEX-RN® examination [Ap-

학, 특히 병태생리학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현재 한국 간호사 국가

pendix II]에 수록된 문항들이었다.

시험 대비 문항과 어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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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 각 교과목목별 예상문제집에서 병태생리
학 관련 문항들을 추출하여 분류하기 위한 자료 분석 기준을 총 3

박명숙· 최희정· 김연정 외 3인

- 현재 병태생리학 교과목에서 다루지 않거나 빈도가 낮은 질환
(예. 여드름, 난청, 피부염, 탈장, 자궁내막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상
기도 감염, 골절, 측만증 등 신체선열 문제 등)

회의 연구 분석팀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고, 각 연구자가 문항분석
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분류의 기준은
기초간호학회에서 표준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제시한 병태생리
학 교과목과정[1]이었다.

3) 문항 분석방법

문항분석기준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에서의 병태생리학
교과과정과의 연관성을 각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한국 국가시험 분
석 기준자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출판된 간호사 국가시험 대

4. 연구절차

비총 8개 시험과목 문제집(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아동간호학/모

1) 연구팀 구성

성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지역사회간호학/보건의약관계법

연구팀은 모두 현직 간호학과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간호사 국가

규)이었다. 기본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보

시험 과목의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간호학 과목을 담당하고

건의약관계법규과목은 2013년에 출판된 문제집이었고 성인간호학

있는 교수 3인과 병태생리학과 관련성이 높은 과목인 기본간호학

은 2014년 개정판, 모성간호학과 정신간호학은 2015년 출판된 문제

담당 교수 1인, 성인간호학 담당 교수 1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국

집을 사용하였다[Appendix I]. 미국 국가시험 예상문제집도 병태생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분석을 위해 해당 과목 강의 및 연구 경험이

리학 교과목 문항분석은 기초간호학회에서 제시한 병태생리학 표

있는 교수 1인을 연구팀 구성원에 포함하였다.

준강의계획서 목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문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팀은 각자의 담당 영역을

2) 문항분석기준 결정

나누어 워크샵 형태로 공통공간인 회의실을 대여하여 동시에 문항

문항분석기준(국가시험 문제, 병태생리학 교과목 과정의 기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자가 맡은 과목의 문항분석을 시행하면서 국

연관성 분석 기준, 문항분류기준 등)연구 시작 전에 모든 연구자들

가시험문항의 병태생리학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고 특정 항목으로

이 최종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문항분류의 기준은 기초간호학회에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팀 전원이 함께 고민하고 합의과정을 거

서 표준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제시한 병태생리학 교과과정[1]을

쳐 의사 결정하였다. 각 과목의 일차 문항분석이 끝난 후 연구팀 구

기반으로 하되 문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성원 중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분석된 자료를 교차로 검토하였고, 두

합의하여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과 관련

사람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연관성 정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된 것이 아닌 일반적 통증, 저산소증 등은 병태생리와 관련이 있지
만 표준강의계획서에 적절한 분류 항목이 없어서 1부 ‘질병과정의

5. 자료분석방법

기본 개념’의 9번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병태생리학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각 교과목목

지식과 관련이 있지만 문항의 내용이 간호중재에 대한 것이거나, 병

과 병태생리학 표준강의계획서의 목차에 따른 연관비율을 기술통

태생리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문제를 추론하

계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는 문항이 아니라 진단명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환자 상태를 근거로

연구 결과

진단명을 유추하거나 문항을 푸는데 병태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
로 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문항은 병태생리학 교과목과의 연관성
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문항분류의 구체적인 배제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대비 문제집 문항과 병태생리학 교과목목
연관성 분석 결과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한 간호사
(1) 배제기준

국가시험대비 문제집을 분석하였다. 세부 과목별로 보면 기본간호

- 정상 해부, 생리에 관한 문제

학 1,640문항, 성인간호학 2,965문항, 아동간호학 1,178문항, 모성간

- 질환의 진단, 치료방법에 중점을 둔 문제

호학 1,194문항, 간호관리학 1,082문항, 지역사회간호학 1,106문항,

- 간호진단에 질환명이 있는 경우

정신간호학 985문항, 보건의약관계법규 704문항이었다.

- 질환+식이, 또는 질환+약물 등 식이나 약물이 포함된 경우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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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Relevance between Pathophysiological Subject and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Korea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Part
1. Basic idea of
the disease process

Category
1. Cell damage

2. Inflammation

3. Infection

4. Immune dysfunction

5. Tumor

6. Imbalances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7. Circulatory disturbance

8. Stress and disease processes
9. Etc.
2. Pathophysiology of the 1. Circulatory system diseases
human system

Subcategory
1. Cause of cell injury
2. Mechanism of cell injury
3. Form of cell injury
4. Cellular adaptation
1. Inflammatory response
2. Acute inflammation
3. Chronic inflammation
4. Inflammation refair
1. Mechanism of infection
2. Infection source and infectious disease
3. Hospital infection
4. Etc.
1. Hypersensitive reaction
2. Autoimmune diseases
3. Organ transplant rejection
4. Immunodeficiency
1.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tumor
2. Mechanism of tumor
3. Growth and metastasis of tumor
4. Grading and staging of malignancy
1. Water imbalance
2. Electrolyte imbalance
3. Acid-base imbalances
1. Bleeding
2. Hyperemia and congestion
3. Thrombosis
4. Embolism
5. Infarction
6. Shock
7. Etc.
1. Stress response
2. Stress and disease

1. Heart disease
2. Artery disease
3. Venous Vascular Disease
4. Etc.
2.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eases 1. Blood Diseases
2. Lymphatic system disorders
3. Etc.
3.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 Infectious diseases
2.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3. Pulmonary embolism and pulmonary edema
4. Atelectasis
5. Lung cancer
6. Etc.
4. Digestive diseases
1.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
2. Lower gastrointestinal diseases
3. Liver, gallbladder and pancreatic diseases
4. Etc.
5. Urinary system diseases
1. Urinary tract infection
2. Renal calculus
3. Glomerulonephritis, pyelonephritis
4. Nephrotic syndrome
5. Renal failure
6. Urinary incontinence
7. Etc.
6. Endocrine system diseases
1. Pituitary gland disease
2. Thyroid disease
3. Parathyroid disease
4. Adrenal gland disease
5. Diabetes
7. Nervous system diseases
1. Damage
2. Cerebrovascular diseases
3. Encephalitis/Meningitis

FN

AN

CHN WHN PMHN ComN Total

1

10
4
9
2
3
4
1

9
7
5
1
3
1

6
1
3
7
3
12
4
7
6
5
4
4
6
7
18
14
5

1

2
5

4

7

6
1
1

3
2
2
2

9
3

5
5
1

2
3
1
4

5
1
4
1

1
100
11
1
27
62
8
11
15
25
1
10
5
10
20
18
30
8
3
6
7
7
7
11
16
21
7
20
31
22
14
10

1
2
22
1

1

3
3

1
1
2
1
5
8
3
3
7
4
4
2
4

2
4

1
2

1
0
0
0
16
1
0
4
14
19
6
0
23
4
7
7
5
4
4
6
22
26
20
5
0
4
5
1
2
0
2
0
10
101
13
4
27
85
9
11
20
33
5
10
5
10
21
31
35
10
12
6
15
3
7
15
11
23
28
7
20
44
27
14
14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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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Part

Category

8. Muscular skeletal disease
9.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10. Eye, ear and skin disease

11. Genetic diseases

Subcategory
FN
4. Epilepsy
5.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6.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Lou Gehrig's disease)
7. Etc.
1
1. Bone joint disease
2. Muscle disease
2
3. Etc.
1. Female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1
2. Male reproductive system diseases
1. Eye diseases
2. Ear diseases
3. Skin diseases
4. Etc.
1. Chromosomal disorder
2. Metabolic abnormality

12. Etc.
Relevance Item
Total Item
Relevance Rate(%)

AN
1
15
5
13
11
7
11
8
15
1
3
1

104 756
1640 2965
6.34 25.5

CHN WHN PMHN ComN Total
1
17
32
0
2
8
13
2
4
2
13
36
44
11
8
15
3
4
3
3
1
5
1
1
6
6
92
61
27
10 1050
1178 1194 985 1106 9048
7.81 5.11 2.74 0.9
11

FN = fundamentals of nursing; AN = adult nursing; CHN = child health nursing; WHN = woman health nursing; PMHN =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ComN = community health nursing.

Table 2. High Relevant Categorys between Pathophysiological Subject and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Korea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Top 5)						
FN
1

AN

4

Imbalances of Water,
Circulatory system diseases
electrolyte, and acid-base
Inflammation
Endocrine system diseases
Infection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eases
Respiratory system diseases Digestive diseases

5

Urinary system diseases

2
3

Nervous system diseases

CHN

WHN

PMHN

Blood and lymphatic system Reproductive system
diseases
disorders
Urinary system diseases
Endocrine system diseases
Endocrine system diseases
*
Imbalances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Nervous system diseases

ComN

Nervous system diseases Infection
Etc. (psychiatric disease)

*

*

*

*

*

*

*

*

*

*: Relevant items are lower than 5 item						
FN = fundamentals of nursing; AN = adult nursing; CHN = child health nursing; WHN = woman health nursing; PMHN =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ComN =
community health nursing.

문항들의 수와 연관비율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과목별 연관문

2.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과 병태생리학 교과목

항 분석결과 기본간호학 1,640문항 중 104문항(6.34%), 성인간호학

연관성 분석 결과

2,965문항 중 756문항(25.50%), 아동간호학 1,178문항 중 92문항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준비를 위한 시험문제집인 SAUNDERS에

(7.81%), 모성간호학 1,194문항 중 61문항(5.11%), 정신간호학 985문항

서 발간한 NCLEX-RN 문제집은 한국과 유사한 교과목 분류기준

중 27문항(2.74%), 지역사회간호학 1,106문항 중 10문항(0.90%)이 병

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병태생리학 표준강의계획서의 분류 기준에

태생리학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관리학, 보

따라 각 과목별 관련문항들의 수와 연관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

건의약관계법규에서는 병태생리학 교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문항

과, 기본간호학(간호과학포함) 32.12% (165문항 중 53문항), 성인간

은 없었다(Table 1).

호학 25.92% (382문항 중 99문항), 아동간호학 21.7% (175문항 중 38

교과목별 다빈도 연관분야는 병태생리학 교과목연관성이 가장

문항), 모성간호학 17.07% (41문항 중 7문항), 정신간호학 7.32% (75문

높은 성인간호학은 순환계통, 내분비계통, 혈액 및 림프계통, 소화

항 중 3문항)의 순서로 병태생리학 교과목과 연관성이 있었다(Ta-

계통 및 신경계통의 순서였고 다음으로 아동간호학은 혈액 및 림프

ble 3).

계통, 비뇨계통, 내분비계통 및 신경계통질환, 기본간호학은 수분,

교과목별 다빈도 연관분야는 병태생리학 교과목과 가장 연관

전해질, 산염기불균형, 염증, 감염, 호흡계통질환 및 비뇨계통 질환

성이 높은 기본간호학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전체 연관문항 53문

순서였다(Table 2).

항 중 27문항)이 수분, 전해질, 산염기불균형과 연관이 있었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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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Relevance between Pathophysiological Subject and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In
United States
Part
1. Basic idea of the
disease process

Category

Subcategory

1. Cause of cell injury
2. Mechanism of cell injury
3. Form of cell injury
4. Cellular adaptation
2. Inflammation
1. Inflammatory response
2. Acute inflammation
3. Chronic inflammation
4. Inflammation refair
3. Infection
1. Mechanism of infection
2. Infection source and infectious disease
3. Hospital infection
4. Etc.
4. Immune dysfunction
1. Hypersensitive reaction
2. Autoimmune diseases
3. Organ transplant rejection
4. Immunodeficiency
5. Tumor
1.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tumor
2. Mechanism of tumor
3. Growth and metastasis of tumor
4. Grading and staging of malignancy
6. Imbalances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1. Water imbalance
2. Electrolyte imbalance
3. Acid-base imbalances
7. Circulatory disturbance
1. Bleeding
2. Hyperemia and congestion
3. Thrombosis
4. Embolism
5. Infarction
6. Shock
7. Etc.
8. Stress and disease processes
1. Stress Response
2. Stress and disease
9. Etc.
2. Pathophysiology of 1. Circulatory system diseases
1. heart disease
the human system
2. Artery disease
3. Venous vascular disease
4. Etc.
2.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eases
1. Blood Diseases
2. Lymphatic system disorders
3. Etc.
3.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 Infectious diseases
2.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3. Pulmonary embolism and pulmonary edema
4. Atelectasis
5. Lung cancer
6. Etc.
4. Digestive diseases
1.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
2. Lower gastrointestinal diseases
3. Liver, gallbladder and pancreatic diseases
4. Etc.
5. Urinary system diseases
1. Urinary tract infection
2. Renal calculus
3. Glomerulonephritis, pyelonephritis
4. Nephrotic syndrome
5. Renal failure
6. Urinary incontinence
7. Etc.

FN

AN

CHN

WHN PMHN Total

1. Cell damage

1
1
1
3

1

4
13
10
1

1
1
1

1

1
1
1
1
1
1
2
3
1

8

1
14

1
6
1

1
2

1
1
1

1
2
2
1
1
2

1

4
4
3
3

1

2

1

1

1
2
3

3
3

1
1

4
2

1
2
1

1

1

0
0
0
0
0
0
0
0
1
1
1
3
0
1
1
3
0
0
0
0
5
14
11
2
1
1
2
0
3
0
1
0
3
28
2
2
0
6
3
2
3
3
1
3
0
5
7
6
4
0
3
0
1
2
4
0
4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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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Part

Category
6. Endocrine system diseases

7. Nervous system diseases

8. Muscular skeletal disease

9.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10. Eye, ear and skin disease

11. Genetic diseases

Subcategory
1. Pituitary gland disease
2. Thyroid disease
3. Parathyroid disease
4. Adrenal gland disease
5. Diabetes
1. Damage
2. Cerebrovascular diseases
3. Encephalitis/Meningitis
4. Epilepsy
5.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6.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Lou Gehrig's disease)
7. Etc.
1. Bone joint disease
2. Muscle disease
3. Etc.
1. Female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2. Male reproductive system diseases
1. Eye diseases
2. Ear diseases
3. Skin diseases
4. Etc.
1. Chromosomal disorder
2. Metabolic abnormality

12. Etc.
Relevance Item
Total Item
Relevance Rate (%)

FN

1
1
1

AN
1
3
1
1
5
1

CHN

1

2

1

1

8
1
4
2
5
8

1

1
3

2
53
99
165
382
32.12 25.92

38
175
21.7

WHN PMHN Total
1
3
2
2
7
4
0
3
0
0
0
2
0
0
9
1
4
2
5
8
0
0
2
2
2
7
3
200
41
75
838
17.07 7.32
24

FN = fundamentals of nursing(+Nursing Sciences); AN = adult nursing; CHN = child health nursing; WHN = woman health nursing; PMHN =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Table 4. High Relevant Categories between Pathophysiological Subject and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in United States (Top 5)

1
2
3
4
5

FN

AN

CHN

Imbalances of Water, electrolyte, and acid-base
Circulatory system diseases
*
*
*

Circulatory system diseases
#Eye, ear and skin disease
Endocrine system diseases
#Respiratory system diseases
#Digestive diseases

Circulatory system diseases
Nervous system diseases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eases
Digestive diseases
*

WHN

PMHN

*
*
*
*
*

*
*
*
*
*

*Relevant items are lower than 5 item; # Same rank( Rank1, or rank 3). 					
FN = fundamentals of nursing(+Nursing Sciences); AN = adult nursing; CHN = child health nursing; WHN = woman health nursing; PMHN =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번째로 순환계통 질환이었다. 순환기계통 질환은 성인간호학, 아

논 의

동간호학에서도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는 교과목내용이었다. 그
외 성인간호학에서는 눈, 귀, 피부계통질환과 같은 감각기계 질환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과

의 연관성이 두 번째로 높았고 내분비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의

병태생리학 교과목의 연관성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

순서로 연관성이 높았다. 23.4%의 연관성을 보인 아동간호학도 순

상현장과 관련성이 높은 국가시험 항목의 개발 및 기초간호학 교

환기계통질환 다음으로 신경계통, 혈액 및 림프계통과 소화계통

과목 내용구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질환의 순서로 병태생리교과목과 연관성을 보였다(Table 4)

연구결과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과 병태생리학
교과목은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기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
호학 및 지역사회간호학의 순서로 연관성을 보였다. 가장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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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보인 성인간호학은 병태생리학 교과목 내용 중에서 순환계

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지식이 선행지식으로 관련이

통, 내분비계통, 혈액 및 림프계통, 소화계통 및 신경계통의 순서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2015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요사

공통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 기본간호학교과목에서 병태생

망원인은 악성 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의 순

리학 교과목 내용 중 수분, 전해질, 산 염기 불균형이 가장 높은 연

서였다[17].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어 예방

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이 가능한 질환으로 심장, 뇌 질환의 병태생리는 국민 건강 증진을

교과목내용에 대한 필요도조사결과에서도 수분, 전해질, 산염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다. 따라서 병태생리학 교과목

불균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21]와 유사한

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사망원인

결과이다. 이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수분, 전해

의 하나인 뇌혈관질환과 당뇨병도 병태생리학교과목의 내분비계

질 및 산염기의 불균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병태생리학 교과목

통과 신경계통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인간호학 교과목과

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의 연계성도 높게 나타나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호사국가시험 모두 기초간호학회

것으로 여겨진다. 혈액 및 림프계통 질환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이나

에서 제시한 병태생리학 표준강의계획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다발생 입원질환은 아니었지만 성인간호학이나 아동간호학교과

중분류별로 보면 두 국가 모두 세포손상과 유전에 대한 내용은 국

목목과 주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소화계통 질환도 폐

가시험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적었다. 이는 세포손상

렴, 노년백내장, 추간판장애과 함께 2016년 상반기 다발생 입원질환

기전은 주로 질환의 병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인

이므로[18] 이에 대한 병태생리적 기전에 대한 지식교육이 중요하다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종양 간호 영역에서 유전학에 대한 요구도가

고 생각된다.

증가하고 있으나 NCLEX-RN에서는 유전질환의 과거력 사정 정도

미국의 경우 병태생리학에 대한 지식은 NCLEX-RN의 통합유형

만 다루고 있는 한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22].

문제에 접근하기 전 기초 학습을 위해 활용되어 Elsevier Adaptive

한편, 염증, 종양의 경우 한국의 경우 성인간호학과는 관련문항

Quizzing for Understanding Pathophysiology [19], Mosby’s Pathophysi-

이 20문항 이상 있었으나 미국 간호사시험문제에는 전혀 없었다. 이

ology Memory NoteCards [20]와 같은 문제집이 출판되고 있다. 그러

는 미국간호사시험의 문항 구성틀과 시험 모드와 관련지어 논의할

나 Simon & Augustus [20]는 간호학부 때의 기초간호학(인체구조와

수 있다. 미국 간호사시험의 문항은 대상자의 요구(client needs)를

기능,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 등) 과목의 성적이 NCLEX-

분류틀로 하여 구성되며, 실제 시험은 Computer Adaptive Test (CAT)

RN 합격의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는데, 이는 간호지식 전반에

모드로 수행된다. 이는 수험자의 선행문제 정답률에 따라 그 다음

병태생리학이 일차적 지식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기술한 것

문제가 결정되어 수험자마다 다른 문제 난이도와 영역으로 구성된

에서도 알 수 있다.

다. 즉 수험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합격선을 넘는

미국 간호사시험인 NCLEX-RN은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처럼 각

정답률을 보일 때 문제 출제가 완료되며 수험자에 따라 최소 75문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든 교과목이 통합문항으로 이루

제에서 최대 265문제를 풀게 된다[23]. 따라서 문제수가 적고 간호

어져 있어 두 나라 간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종양 영역의 문항

최대한 한국 간호사국가시험분류와 유사한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도 암 조기발견을 위한 증상과 치료 후 불편감에 대한 간호에 초점

한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

을 맞추고 있고, 염증 영역의 문항 또한 관련 질환의 증상으로 제시

대비 문제집인 SAUNDERS사에서 발간한 NCLEX-RN 문제집을 대

되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진단과 중재에 대한 문항인 경우

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간호사국가시험 문제집에서는 성

관련문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관련문항수가 없는 것으

인간호학교과목만이 병태생리학과목과 20.0% 이상 높은 연계성을

로 여겨진다.

보였던 반면, 미국 간호사 시험대비 문제집에서는 성인간호학뿐만

반면 미국 간호사시험은 성인간호학분야에서 감각기계 질환인

아니라 기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두에서 20.0% 이상의 높은 연계

눈, 귀 및 피부계통질환의 연관문항비율이 두 번째로 높아 한국 간

성을 보였다. 이는 미국 NCLEX-RN 문제집의 경우 임상적 중요도와

호사시험에서는 주요관련문항이 아닌 것과 대조적이었다. 2016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문항분포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입원환자 다발생 질환으로 노년백내

[20]. 즉, 성인간호나 아동간호에서 흔한 순환기계 질환이나 기본간

장이 두 번째 질병이고[18] 한국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

호문제로 흔한 수분, 전해질, 산 염기 불균형과 같이 임상적 우선순

해 노인간호학 교과목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따로 없는 상황에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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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리학 교과목 내용 구성 및 국가시험문항에 감각기계 질환에
대한 문항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생식
기 질환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국가시험문제에서 매우 낮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후 병태생리학교과목 내용구성서 배제를 고
려할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복잡한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서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문항에서
병태생리학 관련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과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
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서의 기초간호학 관련 문항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국가시험의 문항 개편 뿐 아니라 학습 성과 기반의 간호교
육과정을 고려한 병태생리학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
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간호학과 간
호사 국가시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병
태생리학 외에도 인체구조와 기능, 약물의 기전과 효과, 병원미생물
학 등 기초간호학 타 교과목과의 연관성분석을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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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 References included in the analysis>

Referenc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Examination Workbook Items for National Nurse Licensure Examination in Uni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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