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시험을 위한 일반 지침
기능 시험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이 카드는 시험을 진행할 평가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방에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으면 평가관은:



신분증을 보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방 주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능 시험에서는 환자 간병을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평가관이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환자 역할을 하는 다른 응시자 또는
모델 인형을 사용해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 환자에게 하듯이 역할 수행 응시자나 모델 인형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평가관은:




각 기능에 대한 지침과 시험을 위해 수행할 기능의 목록이 적힌 카드를 줍니다.
각 기능에 대한 지침을 읽어줍니다. (비영어권 시험을 응시한다면 통역자가 도움을 줍니다.)
언제 시험을 치를 것인지, 언제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위해 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말해줍니다.

기능 시험에서 환자는:



의식이 있고 협조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몇 가지 기능 중에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모델 인형이 아님) 환자 역할을 할 경우 그 사람은: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동작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만 움직입니다.

당신이 환자 역할을 할 경우 당신은:






의식이 있고 협조적이며 움직일 수 있고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응시자가 시킬 때만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험을 보는 응시자가 묻는 질문에만 답합니다.
평가자에게 환자 역할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응시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 신호, 얼굴 표정으로 암시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정 행위로 간주되며 두 응시자 모두 시험에 불합격 처리되고
시험 결과를 받지 못합니다. 부정 행위는 워싱턴주 보건부에 신고됩니다.

기능 시험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관이 준 지침 카드에 나온 순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언제라도 지침 카드를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뒤집어 뒷면에 나온 내용을 읽어봅니다.





각 기능에 대한 지침을 잘 읽어봅니다. 이 시험에서는 한 가지 기량에 대해 역할자가 환자
역할을 하고 다른 기량에 대해 모델 인형을 환자로 사용하더라도 한 환자에서 세 가지 기량
모두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기능에서는 환자의 능력이나 제한 조건에 대한 특정한
정보가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히는 기능에서 역할자가 어느 한쪽이 약한
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신체적 제한 조건은 옷을 입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약한 한쪽에 대한 특정한 지침은 다른 두 가지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장비는 시험을 치르는 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는 것이
없다면 평가관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기능을 끝마쳤으면 “아이 엠 돈(끝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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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실행하는 중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평가관에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 정정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행하고 있는 기량에 대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 기능을 끝냈다고
말했다면 그 기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가관이 지침 카드를 내줄 때 시험을 몇 분 내에 치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관은 응시자가 첫 번째 기능을 시작할 때 시간 측정을 시작합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 평가관이 알려줍니다.
마지막 기능을 끝마치면 그날 환자를 위한 간병을 끝마친 것처럼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평가관이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능 시험이
중지되고 그 기능이 종료됩니다.
당신은 주정부 주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가관은 응시자를 돕거나 가르칠 수 없으며
기능 실행에 대해 응시자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평가관이:



응시자의 기능 실행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에 따라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결과를 줍니다.

이 시험에 대한 기타 일반 규칙은:







시험 중에는 기록 장치, 휴대 전화, 호출기, PDA 또는 카메라 등은 끈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갖고 온 개인 소지품은 시험을 치르는 방에 두어야 하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는 소지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험중 참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공책, 도서, 메모지를 이용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영어권 기능 시험에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을 치든 환자 역할을 하든 시험 중에는
영어로만 얘기해야 합니다.
응시자의 행동이 무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시험이 종료되고 해당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평가관이 판단했을 때 대리 응시를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할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을 치르는 방에서 평가관이 시험 지침에 대해 설명해 준 후 그 지침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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