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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경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단기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성과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는 지식 및 행동 변화 등의 교육의 최종 성과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성과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Miller의 교육 평가 피라미드 모형에 기반 하여, 국내외 수행중인

청소년(10세-19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전문가 대상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황조사 및 표적 집단 면접 결과를

통해 최종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으며, 이는 10인 전문가 대상 내용 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통해 검증 되었다.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15가지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방안은 Miller의 피라미드 모형에 기반하여 지식과 행동

변화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개발된 성과 방안은

1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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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었다(CVI≥0.8).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CVI=0.7)

1가지 평가 항목은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고, 개발된 성과 항목과 평가 방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국내 교육

환경에 적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향후 청소년의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청소년, 의약품, 교육, 성과, 평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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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교육 성과 평가의 필요성

교육의 성과(Learning outcome)란 교육을 받은 학생이

최종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자의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다.1)

교육 과정 진행과 운영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진행되었는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과 평가는 교육 성과의 달성 정도를 살펴보는 반성적 과정으로,

교육 방향의 수립 및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최근 의학 교육에서는 교육 이후 학생들의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행동 변화로의 성과 도출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유럽의학교육학회(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에서 발간한 교육의 성과 평가 지침3)에서는

Miller의 교육 성과 평가 피라미드 모형(1990)을 제시 하였고, 본

모형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림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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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ller의 교육 성과 평가 피라미드 모형

Miller는 교육 이후 지식과 행동 변화적 측면에서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평가 목적에 따라 지식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것을 권장하였다. 지식 평가로는 1단계 아는

것(knows), 2단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knows how)을

구분하였으며, 행동 변화 평가 단계로는 3단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shows how), 4단계 실제 하는 것(does)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 단계별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 평가의 경우 단순한

객관식 시험 또는 단답형 서술형 시험으로 평가 하고, 행동 변화의

경우 가상 상황을 통한 시험 또는 실제 관찰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 하였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는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교육 대상자의 성과 도달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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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필요성

2.1.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의

중요성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의약품의 사용에 관련한 단기적인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교육은 일생의 건강

관리를 위한 기초 지식과 행동 습관의 습득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올바른 건강 행위를 위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사용 교육 및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5)

국내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학교 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의 세부 항목으로 수행되고 있고,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보건소 및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 공공 기관에서

배포하는 의약품 교육 자료를 통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내용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어

교육 및 평가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이후

표준화된 성과 평가가 수행된 바가 없기에 국내 청소년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수준 파악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심화 경향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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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현황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청소년 대상 보건 교육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할 최종적인 성과 기준을 제시 하였다.6) 보건 교육에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영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적 측면과 행동 변화적 측면(영향 분석 능력,

정보접근 능력, 의사소통 능력, 목표 설정 능력, 자기관리 능력, 타인

옹호 능력)의 변화를 도출해야 할 것을 제시 하였다.7)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CDC에서 제시한 보건 교육의 성과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의 연령군별 지식과 행동 변화를 포함한 성과 평가 지침을

발간하였으며, 각 지침에서는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8) 또한 영국의 교육 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및 호주의 주정부 연구위(Board of

studies)의 경우 국가적 차원으로 청소년의 연령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지식과 행동적 측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발간하였다.9)10)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문헌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수행한 대부분의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교육 이후

교육 대상자들의 단순한 지식 변화에 대한 평가만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1)12)13)14)15) 또한 일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교재에서 교육

이후 평가를 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명확한 성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지식 평가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2015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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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언급하였다.16) 동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보건 교육 과정 내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이라는 교육 내용을 언급하였고, 해당 교육에

대한 성과 성취 기준을 ‘약물 오 남용의 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법을 제시한다’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 방법으로 ‘올바른 의약품의 선택 사용은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되,

학생의 의약품 오 남용 여부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을 설정할 때는 실제로 교육 대상자의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서는 실제 상황(context)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과제(task)를 특정 수준(criterion) 으로 수행

(performance)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 되어야 한다.17)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 평가 방안은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교육적 환경에서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에서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성과

평가 방안의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3. 연구 목적

국내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을 개발

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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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현황 조사

1.1. 연구 설계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및 국외(미국, 영국, 호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과 평가 단계를

비교 분석 하였다.

1.2. 자료 수집 방법

1.2.1. 데이터 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교육 부서 및 보건 관리 부서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와 관련한 문헌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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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베이스

국외

� 미국 :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식약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영국 : 교육 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교육 과정 평가원(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영국 국립보건원 (National

Health Service, NHS)

� 호주 : 주정부 연구위원회(Board of studies)

국내
� 식품 의약품 안전처, 보건 복지부, 교육부 학교 안전

정보 센터

[표 1]  문헌고찰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 베이스

1.2.2. 자료 수집 대상

200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상기 웹사이트에 제시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10세~19세. WHO의 청소년 연령 기준)

대상 의약품 사용 교육 이후 성과 평가와 관련한 문헌을 분석

하였다.

1.2.3. 자료 수집 항목

국가별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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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 분석 방법

1.3.1. 성과 평가 항목 분석 방법

청소년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이후 도출되어야 할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하여서는 약사법 4조 2항 복약 지도의 정의와 영역에

따라 [1] 의약품의 사용(의약품 명칭, 용법, 용량, 효과), [2]

의약품의 부작용, [3] 상호작용, [4] 보관과 관리의 4 영역에 따라

분류 하여 분석 하였다.

1.3.2. 성과 평가 방법 분석 방법

청소년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후 도출되어야 할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은 Miller 피라미드 모형에 따라 1단계 아는

것(knows), 2단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knows how), 행동

변화 평가인 3단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shows how),

4단계 실제 하는 것(does)을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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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도출

2.1. 연구 설계

전문가 대상 표적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수행을

통해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 수행하였던 국내외 현황 조사

결과와 FGI 결과를 반영 하여 최종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을 도출 하였다.

2.2. 연구 대상

2.2.1. FGI 수행 대상자 선정

FGI 수행 대상자 선정 방법은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우선 청소년 대상 의약품 교육 및 성과

평가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연구계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산업계 영역에서 실제 교육을 수행하는 약사,

중/고등학교의 보건 교사를 포함 하였고 연구계 영역에서는 약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임상 약학 교수, 보건 교육학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 교육학 교수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FGI

수행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업무 경력을 가진 자는 제외 하였으며,

이메일 연락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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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GI 수행 대상자 수

본 연구의 수행 대상 전문가의 수는 질적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연구 참여자수 (중복되는 의견이 없는 최소

지점)를 고려하여 총 10명으로 선정 하였다.18)19)

2.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고 진행 되었으며(IRB No. 1712/002-001)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인터뷰

당일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

2.3. 연구 방법

2.3.1. FGI 수행 내용

본 조사의 주요 주제는 국외 지침에서 성과 평가 방법 마련을

위해 제시된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수행 되었다.44) 표적 집단 면접

조사는 반 구조화된 설문지 [부록 1]를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일시,

장소에서 논제에 따라 2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도록

하였다. FGI 는 [표 2]의 주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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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세부 집단 면접 내용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실태 조사

� 의약품 사용 교육 이후 학생들의

지식변화, 행동변화 등의 성과 평가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시 기존의 교육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수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의

목표에 대한 의견

�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를 위한 교육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한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교육 목표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조되거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 교육 이후 행동 변화 평가를 위하여

가상 상황 설정(역할극, 사례 제시)을

통한 구술 평가, 토론 평가, 관찰 평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행동

변화 평가를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방법(도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표 2] FGI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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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FGI 결과 분석 방법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자의 노트를 통합하여

토의하여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내용의 패턴 및

주제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채택해 분석하였다.20) 우선 녹음한 테이프를 반복하여 듣고, 녹취한

자료를 여러 번 읽음으로써 단어, 문장, 단락의 맥락을 이해하며 각

문단에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 후 의미가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주제별로 정렬하고, 주제로 그룹화된 내용이 원자료와 관련이

있는지 대입하여 확인하였다. 주요 주제로부터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를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의 하고 명명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이 모임을

가지면서 분석 결과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민감성을 높이기 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으로 읽으며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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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 방안

검증

3.1. 연구 설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수행 하였다.

3.2. 연구 대상

3.2.1. 설문 수행 대상자 선정

내용 타당도의 판단은 개발된 평가 수행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개발자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문항이 다른

전문가에 의해 역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객관적 절차에

의해 주어진 검사가 내용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21) 설문조사 수행 대상자 선정 방법은 판단표본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우선 개발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산업계 분야, 교육의 내용과 평가 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계 분야로 분류를

하였다. 산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청소년 대상 의약품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약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

교사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계 에서는 임상약학 교수와,

청소년의 보건 교육학 교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업무 경력을 가진 자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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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설문 수행 대상자 수

내용 타당도 지수를 통한 내용 타당성 검증 시 4명 이하의 전문가

가 설문에 참여 할 경우 결과의 우연적 합일(chance agreement)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CVI 측정시 최소 5명의 전문가가

포함 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참여 전문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우연적 합일의 도달 위험은 줄어들게 되나, 10 인 초과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합일된 결과(common consensus)를 도출하기에

어렵다.22)23) 이에 CVI 측정에 참가하는 전문가의 수는 5-10이 가장

적절하다는 문헌의 근거 하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10인을 선정하였다.

3.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참여자 동의서

면제 심의 승인을 받고 진행 되었으며(IRB No. 1712/002-001)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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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방법

3.3.1. 내용 타당도 검증 방법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관련성 있게(relevance), 명확하게(clarity)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점, “타당하지 않음” 2점,

“타당함” 3점, “매우 타당함” 4점으로 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고,

수정 및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I-CVI는 전체 설문 참여자에 대한 3점 또는 4점을 준 참여자의

수의 비율로 계산 하였다.

3.3.2. 내용 타당도 지수(CVI)의 통계적 해석 방법

I-CVI≥0.79일 경우 개발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이

적절함(appropriate), 0.7≤I-CVI<0.79일 경우 검토가 필요함(need to

revision), I-CVI<0.7 일 경우 개발된 항목의 삭제(eliminate)가

필요함으로 해석 하였다.24)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 평가 항목

및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설문을 수행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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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외(미국, 영국, 호주) 및 국내에서 수행중인

청소년 대상 의약품 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4가지

교육 영역별(의약품 사용, 부작용, 상호작용, 보관과 관리) 교육

목표와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다. 우선

국외에서 수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를 위한

항목을 제시 하였고, 해당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수행

여부와, Miller 피라미드 모형에 기반한 평가 단계를 분석 하였다.

[표 3]

국가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관련한 성과 평가 항목 분석 결과

의약품의 사용 영역에 대하여서는 일반약의 구매와 사용, 처방약의

사용, 의약품의 용도, 광고에 대한 주체적 태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작용 영역에 대하여서는 부작용의 발생의

가능성, 발생 시 대처, 부적절한 압력에 대한 대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이해,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항목, 의약품의 보관과 관리 영역에 대하여서는 보관과 관리,

폐기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국외의 경우 대부분 Miller 피라미드

모형의 3,4단계에 해당하는 행동변화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1,2단계의 단순 지식 평가를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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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국가별 성과 평가 여부 및 평가 단계

(참고 문헌 수)

미국(5) 호주(3) 영국(3) 한국(7)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1] 의약품의 사용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O

3단계
25)26)27)28) O

3단계
29) O

3단계
30)31)32) O

1단계
33)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O

3단계
26)27) O

3단계
29) - - - -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O
3단계

4단계
25)26)27)

O
3단계

29) O
3단계
30)31)32) - -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O 3단계

25)26)27) O 3단계
29) - - - -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O

3단계

4단계
25)26)27)

O
3단계
29)34)35) O

3단계
30)31)32)

- -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O

3단계

4단계
26)27)28)

O
3단계
29)34)35) O

3단계
30)31)32) - -

[표 3] 국가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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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국가별 성과 평가 여부 및 평가 단계

(참고 문헌 수)

미국(5) 호주(3) 영국(3) 한국(7)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O

1단계
26)27) O

3단계
29)34)35) O

2단계
30)31)32) O

1단계
36)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O

3단계
26)27)37) O

3단계
29)34)35) O

2단계
30)31)32) - -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O

3단계
26)27) O

3단계
29)34)35) O

3단계
30)31)32) O

2단계
38)

3단계
39)40)41)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O

3단계
26)27)37) O

3단계
29)34)35) - - - -

11.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O

1단계

2단계
26)27)28)37)

O
1단계
29)34)35) - - O

1단계
36)39)40)42)

[3] 상호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 - - - - O

1단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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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국가별 성과 평가 여부 및 평가 단계

(참고 문헌 수)

미국(5) 호주(3) 영국(3) 한국(7)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평가

여부

평가

단계†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O

3단계
25)26)27) - - - - O

2단계
42)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다.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O

3단계
25)26)27) - - - - O

2단계
42)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O 3단계

25)26)27) - - - - O 1단계
42)

†Miller pyramid model에 교육 평가 단계 : 1단계 : 아는 것(Knows), 2단계 :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Knows how), 3단계 :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Shows how), 4단계: 하는 것(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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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도출

2.1. FGI 수행 결과

2.1.1. FGI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본 연구에서 수행한 FGI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항목 Total (n=10) 항목 Total (n=10)

연령군 n(%) 최종학력 n(%)

30-39세 3 (30) 학사 2 (20)

40-49세 4 (40) 석사 3 (30)

50-59세 2 (20) 박사 4 (40)

>60세 1 (10) 기타 1 (10)

성별 n(%) 근무지 n(%)

남자 1 (10) 약국 2 (20)

여자 9 (90) 교육기관 7 (70)

직업 n(%) 기타 1 (10)

교수 3 (30)

교사 1 (10)

약사 4 (40)

보건 교사 2 (20)

[표 4] FGI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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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FGI 수행 결과

2.1.2.1.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실태

조사 결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 의약품 사용 교육 이후 평가가 수행된 바

있으나, 단순 지식 평가만이 수행되며 행동 변화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표준화된 성과 평가 방안이 없으므로 국내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및 행동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또한 의약품 교육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사용 교육

수준의 파악과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 교육을 위하여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

대상 의약품 교육은 담배 및 알코올 등의 교육과 함께 진행되며,

실질적으로 1년에 1시간 정도의 매우 제한된 시간에서의 교육이

수행된다. 이에 따라 시간적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교육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평가 방안이 개발 되어야 한다.

2.1.2.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를 위한

교육 목표에 대한 의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달성될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약사법 내 복약지도

교육 영역에 따른 의약품 사용, 부작용, 상호작용, 보관과 관리에

따른 교육 목표 설정은 적합하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된

교육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며 청소년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도출되어야 성과에 대하여 모두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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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성과의 평가 항목의 경우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수행될 수 있다. 교육 목표별 성과 평가 항목의 설정은

적합하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식 및 행동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내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지식 변화 평가와

더불어 행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2.1.2.4.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행동변화 평가를 위해 가상 상황 설정(시뮬레이션) 방법으로

3단계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shows how)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이 있기에 역할극 또는 그림 그리기, 과제 수행, 포트폴리오의

평가 방법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학생의 경우

국외 학생에 비해 타인의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향이 있으므로 토론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 방법을 설정할 때는 사례 제시를 통한 구술

평가의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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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과 평가 방안 도출 결과

문헌 조사 및 FGI 수행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15가지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의 초안을 도출 하였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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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1] 의약품의 사용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4단계
시뮬레이션

(관찰 평가)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4단계 자기보고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표 5]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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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11. 약물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1단계

2단계

객관식, 줄긋기

평가

[3] 상호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2단계 서술형 평가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평가)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다.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4단계 자기 보고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4단계 자기보고

†Miller pyramid model에 교육 평가 단계 : 1단계 : 아는 것(knows), 2단계 :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knows how),

3단계 :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shows how), 4단계: 하는 것(does)



26

3.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 방안

검증

3.1.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결과

3.1.1.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6]

항목 Total (n=10) 항목
Total

(n=10)

연령군 n(%) 최종학력 n(%)

20-29세 2 (20) 학사 5 (50)

30-39세 2 (20) 석사 1 (10)

40-49세 4 (40) 박사 3 (30)

50-59세 2 (20) 기타 1 (10)

성별 n(%) 근무지 n(%)

남자 - 약국 2 (20)

여자 10 (100) 교육기관 8 (80)

직업 n(%)

교수 2 (20)

약사 3 (30)

보건 교사 5 (50)

[표 6] 타당성 검증 설문조사 수행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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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하여 각각 I-CVI를 측정 하였다.

[표 7] 개발된 총 15가지의 평가 항목 중 [1] 의약품 사용 영역에

대한 ‘1. 일반의약품 약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14가지의 항목에

대하여서는 타당성이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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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성과 평가 방법

성과 평가

방법의 타당성

검증 결과

I-CVI
결과

해석
†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I-CVI

결과

해석
†

[1] 의약품의 사용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0.7
검토가

필요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7
검토가

필요함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1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9 적절함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1 적절함 4단계
시뮬레이션

(관찰 평가)
0.9 적절함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1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8 적절함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1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9 적절함

[표 7]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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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성과 평가 방법

성과 평가

방법의 타당성

검증 결과

I-CVI
결과

해석
†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I-CVI

결과

해석
†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0.9 적절함 4단계 자기보고 0.8 적절함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0.9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8 적절함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1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9 적절함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0.9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8 적절함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0.9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0.9 적절함

11.
약물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0.9 적절함

1단계

2단계

객관식,

줄긋기 평가
0.9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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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성과 평가 방법

성과 평가

방법의 타당성

검증 결과

I-CVI
결과

해석
†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I-CVI

결과

해석
†

[3] 상호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 적절함 2단계 서술형 평가 0.8 적절함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1 적절함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1 적절함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다.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0.9 적절함 4단계 자기 보고 0.8 적절함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0.9 적절함 4단계 자기보고 0.9 적절함

†I-CVI 결과 해석 : I-CVI≥ 0.79 일 경우 적절함(appropriate), 0.7≤I-CVI<0.79 일 경우 검토가 필요함(needs

revision), I-CVI<0.7 일 경우 해당 내용 삭제(eliminated)
‡
Miller pyramid model에 교육 평가 단계 : 1단계 : 아는 것(knows), 2단계 :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knows how),

3단계 :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shows how), 4단계: 하는 것(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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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종 성과 평가 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을 개발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항목은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로 수정 하였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사례 및 구술 평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또한 최종 개발된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개발 하였다. 개발된 평가 도구는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Miller

피라미드 모형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국내 교육

환경에서 교육 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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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청소년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모두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는

국외 국가로 제시한 미국, 호주, 영국과 국내에서의 청소년 대상

의약품 교육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 하였다.44) 국가별

의약품 사용교육과 관련한 성과 평가 항목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국외와 달리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교육 자료별 상이한 성과 평가 항목이 제시 되고 있었고, 국외

수행중인 평가 항목 중 일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가 수행되고

있었다.

국내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 분석 결과,

첫 번째 의약품의 사용 영역에 대하여서 국외에서는 일반 의약품의

구매와 사용, 처방약의 사용, 의약품의 용도, 광고에 대한 주체적

태도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일반의약품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 평가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국외

청소년에 비해 한정된 내용의 평가만이 수행되고 있었다. 국내

청소년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행동 기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를 국내 교육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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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작용 영역에 대하여서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부적절한 압력에 대한 대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이해,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이해와 부적절한

주변 압력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국외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이해 평가 항목에 대하여 불법

약물의 피해 및 대처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전국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 보고서45)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경우 불법 약물 사용에

비해 진통제, 신경안정제, 머리 좋아지는 약, 각성제 등에 대한 약물

남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이해 평가 항목에 대하여 불법 약물 사용과 더불어

약물 남용에 대한 평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상호작용 영역에 대하여서는 국외의 경우 성과 평가

항목으로 제시 되지 않았고, 국내의 경우에서만 지식 평가가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보관과 관리 영역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보관, 관리, 폐기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이 제시 되었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의약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하여서는 청소년이 아닌

소아의 연령군에서 성과 평가의 항목으로 제시 되어 청소년의 성과

평가 항목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성과 평가 방법의 경우, 국외에서는 대부분 3단계 이상의 행동

변화 평가를 포함하고 있었고 Miller의 피라미드 모형의 평가

단계에 따른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1단계 및 2단계의 경우 단순한 객관식 및 O/X 평가, 단답형 서술형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3단계의 경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에는 다양한 역할극, 사례 제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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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친구와 함께 의견 나누기 (Think-pair-share),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4단계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관찰 평가 방법 혹은 자기 보고(self report) 방법이

제시되고 있었다. 관찰 평가 방식의 경우 평가자에게 평가 대상자가

특정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 하고,

해당 행동의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기 보고(self

report)의 경우, 평가 대상자에게 본인의 과거 및 평소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 교재에서 단순한 1단계의 지식

평가로 O/X 및 단답형 평가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3단계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항목은 ‘타인의 부적절한 압력 상황에서

대처능력’이었으며 부적절한 압력 상황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을 질문하여 평가를 수행한 경우였다. 문헌 고찰

결과, 국외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방안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수행 중인 성과 평가 방안의

국내 적용 적절성에 대한 질적 조사(FGI)를 수행하였다. FGI

수행은 교육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단계에 따라 (성과 평가

실태 조사, 교육 목표 설정에 대한 의견, 교육 목표에 따른 평가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방법 설정에 대한

의견) 주제별로 진행 되었다.46) 첫 번째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현황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성과 평가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제시 하였다. 교육자에 따라

교육 이후 지식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단순한

문항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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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부재 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 이후 교육 대상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4가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영역에 대하여 도출된 성과 평가

목표와 항목은 모두 적절하며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또한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성과 평가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에 대하여 제시된 제한 사항은 시간적 조건이었다. 국내 학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담배 알코올 등의 교육을 포함한 약물

교육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1년에 1시간 정도의 제한된 교육

시간으로 인하여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 사항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시간 소요가 적은 객관적 평가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외의 경우, 3단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 4단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방법 중

역할극, 부모님 또는 친구와 함께 의견 나누기 (Think-pair-share),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학생은 국외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론 방식이나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다.

행동변화 평가 단계인 3단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 shows



36

how) 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 중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례

제시를 통한 구술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고, 4단계(하는 것, does)

평가 단계에서는 자기보고 또는 관찰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5가지의 성과 평가

항목과 각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방법의 초안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15가지 평가 항목과 평가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 항목은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었다. 동 항목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는 국내의 경우 국외에 비해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의 가독성이 떨어져 청소년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외의 경우, 약품

설명서가 청소년들이 읽고 복용하기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약품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47)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약품 설명서 중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교육

영역에 대해 청소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행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시 되었다. 이에 따라 1번 평가 항목을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항목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다.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하여서는

1단계, 2단계 지식 평가의 경우 O/X 평가, 객관식 평가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개발 하였다.

또한 3단계 평가의 경우 시뮬레이션(사례제시)를 통하여 평가가

수행되도록 평가 도구를 개발 하였고, 4단계의 경우 자기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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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찰 방법을 통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교육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청소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심화 경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가 수행된 바 없으므로 연령군별 성과 평가 항목

개발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을 국내 교육

환경에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 하여 연령별 수준에 적합한

성과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약품 교육 내용도 연령에 맞게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 수행에

따르는 제한점이 수반 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전문가 선정에 따른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48)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가 대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49) 내용 타당도 검증 연구는 도구 개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추후 실제 적용을 위해 실무 적절성 및

신뢰도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은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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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의 적용을 통해 국내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및 행동 기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

분석을 통해 추후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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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은 국내 교육 환경에 적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평가 방안 적용을 통해 현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및 행동 기술의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추후 청소년 대상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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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전문가 집단 FGI 수행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전문가 대상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 됩니다.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생활 속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행동 패턴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교육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수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부분은 단순한

문항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인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부재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 이후

교육 대상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연구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후 실제 행동변화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 하여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귀하의 답변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심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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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행동변화 평가 방법 개발

연구’에서 보건교육 전문가 대한 FGI 수행의 목적

¡ 동 연구는 국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의 행동변화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림 1)

¡ 따라서 동 FGI에서는 해당 평가 방안의 국내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 적절성 등에 대해 보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견해를 파악하고자 함

성과 평가 마련 단계 내용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성과평가 현황 파악

❍ 국내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이후 성과 평가 현황 조사

▼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평가의 목표 설정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평가의 

목표 마련

� 교육을 통해 달성될 장기적 

목표 마련

▼

[3]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설정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평가 항목 마련

�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를 

위한 성과 평가 항목 마련

▼

[4]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설정 

❍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

�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도구(평가지 등) 

마련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성과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한 FGI

[그림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 마련 단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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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수행 내용

내용 1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현황

파악

F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이후 지식 변화, 행동변화 등의

성과 평가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F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시 기존의 교육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수행되고 있습니까?

내용 2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의 목표에

대한 의견

F [별첨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평가의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용 3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한 성과

평가를 위해 적절한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F [별첨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평가 목표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조되거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용 4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한 성과

평가를 위해 적절한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F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방법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F 각 평가방법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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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평가 단계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행동] 실제 하는 것
시뮬레이션
(관찰 평가)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지식]아는 것
[지식]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서술형/
객관식 평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행동] 실제 하는 것 자기보고

[2]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지식]어떻게 하는지 O/X 퀴즈

[별첨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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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는 것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9. 부적절한 압력과 의약품 정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행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11. 약물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지식]아는 것
[지식]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객관식,
줄긋기 퀴즈

[3]
상호
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지식]아는 것 서술형 퀴즈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행동] 실제 하는 것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 평가)
자기 보고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다.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지식]아는 것
[행동] 실제 하는 것

O/X 퀴즈
자기 보고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지식]아는 것
[행동] 실제 하는 것

O/X 퀴즈
자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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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기본 배경 조사

경

력

사

항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총

근무

경력

□ 1-3년 □ 3-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최종

학력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______________

직종
□ 약사 □ 교수 □ 교사

□ 보건교사 □ 기타: _____________

근

무

지

현

황

근무지
□ 약국 □ 연구소 □ 교육기관

□ 기타: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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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대상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나는 나의 인터뷰 내용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녹취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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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타당성 검증 설문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법의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서

[청소년 대상]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 속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행동 패턴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수행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부분은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 대상자의

행동변화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합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청소년(초등학생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 등 성과 평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의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문가 설문조사는 동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결과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평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

타당성 검증
담 당 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 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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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작성 내용

¡ 다음의 『A.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내용 소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B.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설문』 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 내용 소개

B.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설문

C. 인적사항 및 기본 배경 조사

D.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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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목적 내용

내용 타당성

검증

제시된 평가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 수행

A.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내용 소개

¡ 본 설문에서는 「청소년(초등학생 고학년, 중∙고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의 최종 검증을 위하여

성과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의 내용 타당성 검증(Contents

validation)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의 검증을 위한 설명을 참고로

하시어 설문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연구에서 개발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매뉴얼」에서는 청소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을 제시 하였습니다. 설문에서는

개발된 [1]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 [2]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의 내용 타당성 검증을 차례로

수행하게 됩니다.

내용 타당성 검증 내용

[1]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
[2]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영역

➜

4가지 교육

영역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의 내용

타당성 검증

[1] 의약품 사용

[2] 부작용

[3] 상호작용

[4] 보관과 관리

각각의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의 내용 타당성

검증

[성과 평가 매뉴얼의 내용 타당성 검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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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에 대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의

내용 타당성은 “SMART 지표”를 사용하여 수행 하고자

합니다. 구체성(S), 측정가능성(M), 달성가능성(A),

관련성(R), 시의 적절성(T)을 고려하였을 때 각각의 교육

영역에 대하여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1]평가 항목이

타당한지, 평가 항목에 대한 [2] 평가 방법이 타당한지에

1-4점의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목적
검증 지표 세부 검증 내용

검증 척도 및 정의

4점 3점 2점 1점

내용

타당성

검증

S
구체성

(Specific)

평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하는가

매우

타당

함

타당

함

타당

하지

않음

전혀

타당

하지

않음

M
측정가능성

(Measurable)

평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

A
달성가능성

(Attainable)

평가 대상자가

교육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가

R
관련성

(Relevant)

평가 대상자의

능력(지식, 행동)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는가

T
시의적절성

(Timely)

제시된 평가 항목과

도구가 교육 이후

시의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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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 설문

¡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의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각 교육 영역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SMART”

검증 지표를 고려하여 각각 1~4점 중 점수로 타당성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자유 의견

서술’란 에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평가 항목

[1]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

평가

방법

[2]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증

자유 의견

서술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4 3 2 1 4 3 2 1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O

시뮬레이

션

(사례 및

구술평가)

O

국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O

시뮬레이

션

(사례 및

구술평가)

O

청소년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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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 설문지

교육
영역

성과 평가 항목

[1] 평가 항목
내용 타당성

검증

평가 방법

[2] 평가 방법
내용 타당성

검증
자유 의견

서술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4 3 2 1 4 3 2 1

[1]

의약품

사용

1. 일반의약품의 약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관찰 평가)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서술형/객관식 평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자기보고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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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의 타당성 검증 설문지

교육
영역

성과 평가 항목

[1] 평가 항목
내용 타당성

검증

평가 방법

[2] 평가 방법
내용 타당성

검증
자유 의견

서술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평 정
(매우 타당함=4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4 3 2 1 4 3 2 1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11.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객관식, 줄긋기 퀴즈

[3]

상호작

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서술형 퀴즈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자기 보고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O/X 퀴즈, 자기

보고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O/X 퀴즈, 자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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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적사항 및 기본 배경 조사

경

력

사

항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총

근무

경력

□ 1-3년 □ 3-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최종

학력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______________

직종
□ 약사 □ 교수 □ 교사

□ 보건교사 □ 기타: _____________

근

무

지

현

황

근무지
□ 약국 □ 연구소 □ 교육기관

□ 기타: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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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대상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D.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나는 나의 인터뷰 내용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녹취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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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번호

[1] 의약품의 사용

1.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1

2.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2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4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3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4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갈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5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4단계 자기보고 평가도구 6

[부록 3] 최종 소아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방안 및 평가

도구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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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번호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7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8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9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10

11.
약물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1단계

2단계

객관식, 줄긋기

평가
평가도구 11

[3] 상호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2단계 서술형 평가 평가도구 12

[4] 보관과 관리

13.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3단계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평가도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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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영역별

교육 목표
성과 평가 항목

성과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평가

단계
‡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번호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다.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4단계 자기 보고 평가도구 14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4단계 자기보고 평가도구 15

‡
Miller pyramid model에 교육 평가 단계 : 1단계 : 아는 것(knows), 2단계 :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knows how),

3단계 :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것(shows how), 4단계: 하는 것(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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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1.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을 

찾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가. 평가 전 준비 사항 : 소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약(집에 있는 

약통에 보관된 약통 가정)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을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평가를 진행하세요.

상황 1. 

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후에 체한 기분이 들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약통에 보관된 소화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질문 1. 학생에게 약통에 보관된 다양한 약을 보여주고 소화제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 하세요.

§ 소화제를 찾을 수 있음 : 적합 판정 후 ’질문 2’ 수행

§ 소화제를 찾지 못함 : 평가 중단

질문 2. 찾은 소화제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약품 설명서에서 찾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지 평가하세요.

질문
정확한 대답 수행 여부

O X

1. 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이 약은 어떠한 상황에 먹는 것인가요? (효과)

3. 이 약은 언제, 몇 알 씩, 몇 번 먹을 수 
있나요? (용법 용량)

집에 보관된 약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가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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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전 준비 사항 :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준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평가를 진행하세요.

상황 2. 

주말에 집에서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재어 보니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약통에 보관된 해열 

진통제를 찾아 주셨습니다. 

질문 1. 찾은 소화제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약품 설명서에서 찾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지 평가하세요.

질문
정확한 대답 수행 여부

O X

1. 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이 약은 어떠한 상황에 먹는 것인가요? 
(효과)

3. 이 약은 언제, 몇 알 씩, 몇 번 먹을 수 
있나요? (용법 용량)

4. 이 약은 하루에 최대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정답 제시한 약에 적힌 약품설명서를 보고 평가자가 정답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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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2]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2. 처방약 

사용법을 

확인하여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2. 처방약 

사용법을 

확인하여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처방 받은 

약은 먹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 평가)

처방 받은 약은 먹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평가 대상자에게 다음의 처방약 봉투와 약을 제시하고 다음의 질문을 

수행하세요.

조제약 복약 안내

처방전 발행 기관

처방전 교부 번호 조제 약사

환자 정보 (이름/나이) 조제 일자 

약 품 명
약품 
사진

복약 안내
(투약량/횟수/일수)

효능 
효과

주의사항

해열 시럽약
1알씩 1일 3회 

7일분

해열 
진통 
효과

하루 6정 이상 
복용 금지

가래 기침 시럽약
7ml씩 1일 
3회 7일분

기침 
가래 
개선

다른 감기약 
또는 진정제와 
함께 먹지 않음

항생제
1정씩 1일 3회 
식후 30분 후 
복용 5일분

급성 
기관지 
염증 
치료

위 장관의 
병력이 있는 

경우 주의 복용

1. 다음의 약에 대하여 복용하는 방법(용법 용량)을 설명하세요.

2. 약은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나요.

3. 각각의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

1. 약에 대한 복약 안내에 적힌 사항

2. 해열 시럽약, 가래 기침 시럽약은 7일 항생제는 5일

3. 해열진통, 기침가래, 염증치료



67

[평가도구 3]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3.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한 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4단계] 

Does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관찰

평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가 대상자에게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해 보세요.

상황 설명 

주말에 저녁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에 계시지 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집 앞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집 앞에 있는 
약국을 방문 하였습니다. 

평가 1. 평가 대상자가 약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약사에게 본인이 약이 

필요한 이유와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 하세요.

§ 약국에서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약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음: 적합 판정 후 ’질문 2’ 수행

§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 평가 중단

평가 2. 평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약을 건넨 후 복약 지도(이름, 용법, 용량, 

주의사항, 보관, 부작용 포함)를 수행 하세요. 복약지도를 끝낸 후 

학생에게 설명한 복약지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하세요

질문
대답 여부

O X

1. 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이 약은 어떠한 상황에 먹는 것인가요?(효과)

3. 이 약은 언제, 몇 알 씩, 몇 번 먹을 수 있나요? (용법 
용량)

4. 이 약의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5. 이 약을 복용할 때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6. 이 약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정답 평가자가 수행한 복약지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답 확인 필요



68

[평가도구 4]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증상이 
비슷하여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가?

[3단계] 
Shows 
how

증상이 
비슷할 때 
다른 사람과 
약을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 평가)

상황 1. 안약

학교에서 히터 
때문에 눈이 
건조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본인이 
사용하던 인공 
눈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친구의 눈에 넣었던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될까요?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상황 2. 파스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고 집에 왔는데 
무릎이 아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약국에서 사 
오신 파스가 있었습니다. 
파스를 바로 사용해도 
될까요?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약국 또는 
병원에 방문한다, 약에 
적힌 설명을 확인한다)

상황 3. 감기약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기침이 계속 납니다. 
동생이 며칠 전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 
받아온 약이 집에 
있습니다. 동생은 
본인에게 감기가 
옮았으므로 같이 약을 
먹자고 했습니다. 약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상황 4. 여드름 연고

얼굴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옆에 친구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여드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약을 받아 
얼굴에 발라도 
될까요?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약국 또는 
병원에 방문한다)

상황 5. 진통제

[여학생용]
학교에서 생리통이 
심했습니다. 짝꿍은 생리통 
때문에 약국에서 상담 후 
받은 진통제라며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약 통에는 
생리통 진통제로 적혀 
있었고, 약사 선생님이 
적어준 복용법을 적어 
두셨습니다.. 보건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니 약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약을 1알을 
받아먹어도 될까요?

상황 6. 소화액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소화가 되지 않아 
학교 보건실(양호실)에 
가서 보건교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니 소화 
액제 주시며 1병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소화 액제는 
집에서 어머니가 드시던 
약과 같았습니다. 
보건선생님의 말대로 
약을 복용 해도 될까요?

증상이 비슷할 때 다른 사람과 약을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과 
답에 대한 이유를 듣고 평가하세요.

정답 X. X.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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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5]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5. 약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 
함을 알 수 
있다.

5. 약 사용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약은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 평가)

약은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 의약품은 왜 사용 하나요?                                        

2. 철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 기침이 나고 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외출을 하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집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 까지 참는다.

□ 편의점으로 가서 광고에서 본 약을 구매해서 먹는다.

□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

□ 약국으로 가서 증상을 이야기 하고 상담을 받는다.

□ 집에 보관된 예전에 감기약으로 처방받았던 약을 복용한다.

3. 민수는 한강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고 

발목이 심하게 붓고 아팠습니다. 민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 3번의 상황에서 민수는 병원에 갔고, 의사선생님은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4.1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4.2 처방전을 받고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약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4.3 민수는 약사선생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요? 

4.4 약을 받은 후 약사선생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정답

1. 의약품은 통증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 약국으로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받는다. 모두 정답
3.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갑니다.
4. 4.1. 통증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함
   4.2.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
   4.3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
   4.4 약사선생님께 복약지도를 받고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함을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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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6]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 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1]

의약품 

사용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6.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4단계] 

Does

매체에서 본 

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나요? 

자기

보고

매체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나요? 

1. 약국에서 약을 구매 할 때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TV 광고    □ SNS 매체    □ 친구의 말
□ 약사 선생님과의 상담  □ 기타 (               )

2. 광고나 SNS 매체에서 의약품 관련 광고(진통제, 다이어트약, 머리 좋

아지는 약, 몸짱 약,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 등)를 본 적이 있나요? 

□ 네    □ 아니오

2.1 만약 ‘네’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약에 대한 광고를 보았나요 ?
                    

3. 광고 SNS 매체에서 본 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만약 ‘네’를 선택하셨다면, 
3.1 어떤 약을 구매 하셨습니까?                             
3.2 약을 구매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3.3 해당 약을 구매 할 때 전문가에게 약에 대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였나요?  □ 네    □ 아니오

4. 광고 SNS 매체에서 본 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선생님께 가서 요청

한 적이 있나요?

□ 네    □ 아니오

만약 ‘네’를 선택하셨다면, 
4.1 어떤 약을 요청 하셨습니까?                                
4.2 해당 약을 요청할 때 약에 대한 상담을 받고 약을 요청했나요?  

     □ 네    □ 아니오

정답
약을 선택할 때 광고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광고를 통한 약 
구매 또는 요청 이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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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7]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2] 

부작용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7.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 평가)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 아래에 나오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잘한 행동은 ( ) 안에 O을 , 잘못한 행동은 X로 표시해 

주세요. X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보세요.

① 약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또는 많이 먹을수록 

좋기 때문에 계속 먹었다.  (   )

② 낯선 사람이나 친구들이 준 약은 자기가 먹어서 괜찮으니까 

준 것이므로 받아먹었다. (   )

③ 진통제를 한 알 먹었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아 증상이 

괜찮아질 때 까지 추가적으로 약을 계속 복용했다.  (   )

④ 약이 커서 먹기에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을 쪼개서 

먹었다.(    )

⑤ 약을 먹을 때 미지근한 물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많이 먹고 

복용했다.  (   )

⑥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 또는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받은 약만 사용 했다. (    )

⑦ 약에는 사용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고 약을 먹었다. (  )

⑧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은 효과가 입증된 것이므로 상담 

없이 구매해서 먹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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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신문기사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피임약 잘못 사용하는 10대 급증’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거래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며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사례도 발견되는 등 위험한 복용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서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에 비해 2016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가슴 통증, 부정 

출혈(생리기간이 아닐 때  피가 나오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생리 장애, 생리가 없는 무월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장기 복용시에는 임신을 못하게 되거나 살이 찌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기에 피임 목적 외에 여드름, 털 과다증,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생리과다, 불규칙한 생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임약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임 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별 다른 제약 없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① 다음의 기사에서 보았을 때, 피임약의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② 인터넷에서 약을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요?

③ 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답

1, ① X ② O ③ X ④ X ⑤ X ⑥ X ⑦ O ⑧ O 
① 약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② 낯선 사람이나, 친구들이 준 약을 함부로 먹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
③ 과량의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약을 함부로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게 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지고, 코로 마시거나 피부에  닿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2.
①메스꺼움, 가슴 통증, 부정출혈, 월경장애, 무월경 등
②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약은 개인에 따라 
맞춤으로 처방되고 조제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 
위험하다.
③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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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8]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 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2] 

부작용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8.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상황에 평가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위의 이야기에서 친구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위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생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답

1.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전문가 상담수행 없이 함부로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2. 약 부작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의사나 약사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할 것을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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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9]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2] 부작용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9. 부적절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부적절한 

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부적절한 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부적절한 의약품 관련 압력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해 보세요.

상황 

1. 

[여학생용]당신의 친구는 날씬하고 예쁩니다. 친구는 날씬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보여주었고, 연예인은 비만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함께 광고에 나오는 살 빠지는 약을 인터넷에서 

돈을 모아 함께 사자고 말합니다. [다이어트약 : 식욕억제제:항정신성 

약물, 우울증치료제, 간질치료제, 이뇨제, 감기약 등]

상황 

2. 

[남학생용] 친구의 형은 몸짱 보충제를 먹고 운동을 하며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친구가 몰래 형의 약을 꺼내 먹으면 형처럼 

훌륭한 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상황 

3. 

당신의 친구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수면제를 몰래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수면제를 

복용하니 잠이 잘 온다며, 당신에게도 몰래 가져온 어머니의 수면제 

약을 함께 먹자며 권유합니다. [수면제]

상황 

4. 

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공부를 잘 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공부를 잘 

하는 비결로 머리가 좋아 지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약을 함께 먹자며 제안합니다. [공부 잘하는 약 : 

ADHD,우울증약 등]

상황 

5. 

당신은 독서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잠이 

와서 나왔더니 반 친구가 공부를 할 때 잠을 쫓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잠이 올 때 이 약은 무조건 복용해야 한다며 입에 

넣어주겠다고 합니다.[잠 쫓는 약]

상황 

6. 

당신의 친구는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생리통이 많이 심하다고 하니, 친구는 

진통제를 여러 알 한번에 복용해야 한다며 많은 양의 진통제를 

복용하라고 합니다.[진통제]

정답 해당 상황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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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0]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2] 부작용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0.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사례 및 

구술평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상황에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철수는 15 살이며, 어머니는 그에게 6 살 여동생을 보살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철수는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이 방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  찬장 안의 감기 시럽약을 열고 
앉아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철수의 여동생은 병을 꺼내 마시며 "레모네이드가 맛이 이상해!"라고 
말했습니다.

➜ 철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례 2.

영희의 어머니는 현재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이에 점심을 먹은 이후에 
콧물약이 포함된 감기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드신 후 어머니는 영희가 
학원을 가야 할 시간이라며 운전을 해서 학원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드신 약 봉투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 영희는 어머니의 차를 타고 학원을 가도 될까요?

➜ 영희는 어머니께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정답

1. 여동생의 손이 닿는 곳에서 병을 숨긴다, 부모님께 
전화한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는다 등.

2.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학원을 가면 안된다.

  약이 졸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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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1]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2] 부작용

11.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11.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피해를 

설명 

하는가?

[1단계] 

Knows

[2단계] 

Knows 

How

약과 약, 

약과 

음식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객관식, 

줄긋기 

평가

약물의 오용과 남용의 의미와 위험성을 알고 있나요?

1. 오용과 남용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오용과 남용으로 
구분해 보세요.

남용: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감정, 인식, 행동)으로 사용함 
오용: 약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처방을 따르지 않거나 잘못 사용함

① 감기에 걸린 영희는 엄마가 드시던 감기약을 먹었다. (           ) 
② 옆집 형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각성제를 먹었다. (            )

2. 약을 올바르게 사용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        )

① 주희는 집에서 배가 아팠다. 통증이 사라질 때 까지 진통제를 계속 
먹었다. 

② 영철은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다. 집에 보관된 염증에 사용하는 
연고를 혼자 발랐다.

③ 규석은 기분이 우울하여 잠을 자려고 어머니가 드시던 수면제를 먹었다.
④ 영희는 빨리 나아지기 위해 1회 1알 먹는 감기약을 2알 먹었다.
⑤ 승희는 머리가 자주 아파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3. 위의 2 번의 문제에서 부적절하게 약을 사용한 4명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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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의약품 용어에 대하여 올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사례1: 점심에 약 먹는 것을 
잊어서 저녁에 용량의 2배를 
먹었어요.

l l
남용: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감정, 인식, 
행동)으로 사용함 

사례2: 수면보조제를 계속 
먹었더니 수면보조제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아 두 
알로 용량을 올렸어요.

l l
내성: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 사용량의 증가가 
필요함

사례3: 작년에 입은 옷이 맞지 
않아서 살을 조금만 더 빼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붓기 
빼는 약을 사서 먹었어요

l l
오용: 약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처방을 따르지 
않거나 잘못 사용함

5. 위의 사례들에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설명해 보세요.

정답

1. 오용, 남용
2. ⑤
3. 잘못된 약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사례 1 : 오용, 사례2: 내성, 사례3: 남용
5. 약을 오남용 하여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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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2]

교육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의 평가 

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3]

상호 작용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 약과 

약,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2단계]  

Knows how

약과 약, 

약과 

음식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서술형 

평가

약과 약, 약과 음식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1. 현재 장염으로 처방된 약을 두 종류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첫 번째 약인 설사약 포제는 식전에 먹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 약인 항생제 알약은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나누어 먹기 귀찮아 식전에 두가지 약을 한번에 모두 복용하려 

합니다. 한번에 다 복용해도 될까요? 대답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약을 먹을 때 콜라, 음료수, 커피,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대답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약을 먹고, 속이 아팠습니다. 이에 우유와 함께 약을 먹어도 될까요? 

대답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2. X. 약과 음식 또는 약과 약은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복용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먹어야 함

1. 3. X. 약을 복용할 때는 물로 복용 해야함. 기타 다른 

것으로 복용했을 때 약의 효과 및 부작용과 관련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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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3]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4]

보관

과 

관리

13.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13.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3단계] 

Shows 

how

우리집에 

있는 

의약품의 

사용기한

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시뮬레이션

(사례제시 

구술 평가)

우리집에 있는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가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평가하세요

평가 전 준비 사항 : 아래의 표에 있는 다양한 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약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포함시켜 주세요. 
(집에 있는 약통에 보관된 약통 가정). 연고제, 인공 눈물의 경우 
개봉일과 사용기한을 약에 작성해서 제시 해 주세요. 평가 
대상자에게 약의 사용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하세요.

[의약품 사용목록 표]
약 이름 약의 효과 사용기한

해열제 년  월  일

소화제 년  월  일

감기약 년  월  일

구충제 년  월  일

멀미약 년  월  일

변비약 년  월  일

피임약 년  월  일

진통제 년  월  일

상처 연고
개봉일 :        년  월  일

사용 기한 :        년  월  일 

피부 연고
개봉일 :        년  월  일

사용 기한 :        년  월  일 

인공 눈물
개봉일 :        년  월  일

사용 기한 :        년  월  일 

❒집에서 약을 사용할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나요?

❒연고와 안약은 개봉일로부터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 있었나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자기 보고에 대한 평가로 정해진 정답이 없음. 연고는 6개월 이내, 
약국 조제 연고의 경우 2개월, 안약은 1개월 동안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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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4]

교육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

평가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4]

보관과 

관리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다

14. 적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

[4단계]

Does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 해 

보아요 

자기 

보고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 보아요

집에 계신 어른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약을 보관한 장소와 보관 방법을 

써 보세요. 작성한 답은 다음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의약품명 약의 종류 보관 장소 보관 방법

알약

가루약

시럽

안약

좌약

연고

비강분무제/흡입제

기타

ü 보관장소 예시
∎ 약상자   ∎ 냉장고  ∎ 욕실

ü 보관방법 예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가족이 함께 쓰는 약과 개인약 구분

∎ 냉장보관 ∎상온에 보관 ∎건조한 곳에 보관

정답

1. 1. O 2. X 3. O 4. X 5. X 6. X 7. X

2.3. 기술된 각 의약품 별 ①차광보관 ②실온보관/냉장보관 ③건소 

보관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경우 정답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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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15]

의약품 

안전사용교

육 영역

교육 목표 평가 항목

평가 도구

Miller의 

평가 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4]

보관과 관리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한다.

15. 적절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가?

[4단계] 

하는 것, 

Does

약은 

어떻게  

폐기할까

요? 

자기

보고

약은 어떻게 폐기할까요? 

1. 다음은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을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낸 그림에 O를, 아닌 그림에는 X를 

표시하세요. 

화장실 

변기

약국, 보건소, 아파트의 

폐의약품 수거함

싱크대나 화장실 

세면대
토양   

2.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폐기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폐기하셨나요?

□ 없습니다

□ 있습니다.                           의 방법으로 폐기했습니다. 

3. 앞으로 집에 있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어떻게 폐기할 

예정인가요?

정답
1. X,O,X,X
1.2. 약국에 가져간다, 보건소에 가져간다. 등의 기술이 

있으면 정답. 그 외 폐기방법은 오답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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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ools for behavioral

modification assessment as

the outcomes of the drug use

education for adolescents

Young Won Kim

Clinical Pharmacy,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he principal aim of drug use education is to

achieve behavioral change.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outcomes of drug use education must be measured in terms of

changes in knowledge and long-term sustainable outcomes, such

as behavioral modification in everyday lif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ethods for behavioral

modification assessment as the outcomes of the drug use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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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for

drug use education assessment for 10 to 19 years old age group

utilizing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education website. Based

on the Miller’s assessment pyramid model, we derived learning

outcomes for adolescents and developed the outcome assessment

methods based on the drug use education contents from Korea,

USA, UK and Australia.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10 professionals evaluated its appropriateness. For further

verification, 10 professionals used content validity index(CVI)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methods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Results We derived key learning outcomes of knowledge and

behaviors that students should acquire from the drug use

education. For adolescents, 15 key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for each learning outcomes were derived.

The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were identified

as high degree validity tools (CVI ≥ 0.8) to be applied in drug

use education in South Korea, except 1 learning outcome and

assessment method (CVI = 0.7). We modified the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 to apply to adolescents in

Korea based on the professionals’ opinion.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veloped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clarify what students should

acquire from completing a drug use education program.

Eventually, from utilizing this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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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drug use education, it is expected to produce an

effective education curriculum and tool for safe drug use and

prepare students for further education.

keywords : Adolescent, Drug, Education, Outcome,

Assessm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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