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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학 교육에서 시작한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SCE)은 간호 

교육에서도 간호수행능력 향상과 평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어 

있다. 본 연구는 OSCE 평가 시 Bloom 의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서의 

교수자 평가와 간호 학생 자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서울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 3학년 총 66명의 

간호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을 세 조로 나누어 

편성한 후 OSCE 를 수행할 날짜와 시간에 연구자가 소속하는 대학의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OSCE 와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해당 간호술에 대한 지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기술과 태도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를 측정하여, OSCE실시와 동시에 교수자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기술과 태도 항목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Tukey-Kramar 사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t=-2.740, p = .008), 학생이 스스로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항목에서도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473, p= .146). 이는 학생이 자가평가할 때 기술 영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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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태도 영역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 할 수 있고 기술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술 영역의 평가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적절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02, p= .003). 또한 기술 영역에서 교수자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 기술 점수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교수자 평가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하위 그룹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2.821, p= .006). 간호 전공 교과목에서의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자가 시뮬레이션 연습 경험은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또 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해당된 간호기술에 관한 

기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수행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해, 하위 그룹 학생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3) 태도 영역에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이 오히려 스스로를 과소 평가한 

경향이 있었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3.076, p= .003). 또한 실습 성적을 보았을 때,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과대 평가한 경향이 있었고, 하위 그룹의 학생은 반대로 과소 평가하여, 

이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F=4.516, p= .006). 연습 횟수와 관련에서는 4회 이상 연습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였다(t=-2.668, p= .010). 

마지막으로, 태도 영역에서 교수자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자가평가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하여 검정한 결과, 상위 그룹은 

과소 평가하였고, 하위 그룹은 과대 평가한 경향이 있어, 기술 항목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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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SCE평가 시 평가 항목에 따라 교수자 평가와 학생 평가의 

편차가 달라진다는 것과 그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OSCE의 평가법을 다양화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주요어: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 시험(OSCE), 간호학생, 자가평가,  

교수자 평가, Bloom의 분류학 

학    번: 2012-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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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입원기간이 단축되고, 의료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

자에게 요구되는 간호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할 때, 간호학생의 병원 임상실습에서 직접 간호 술기를 배우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졸업 후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의

료기관이 요구하는 간호수행능력 간에 수준 차이가 생기고 있다(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3).  

간호학생의 간호 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에 시뮬레

이션 실습 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간호 술기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Harden등이 의학교육에서 개발한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이하OSCE)를 도입하였다(Harden, 

Stevenson, Downie & Wilson, 1975). 

OSCE는 여러 개의 술기를 선정하여 그 술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작 5

분전에 학생에게 주고, 학생은 시나리오를 읽고 환자에 대한 질병 상황을 

파악한 다음 평가실에 들어가 평가자 앞에서 모형이나 모의환자를 대상으

로 술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을 말한다. OSCE는 의학교

육에서 시작하였지만 간호학 교육에서도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OSCE는 대부분 교수자가 학생을 평가하는데, 교수자 평가는 교수자가 관

찰하여 객관적인 술기의 수준이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이 술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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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진다(Kajita, 2010; Takahashi et al, 2007). 그러나 교수자 평가

에도 교수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며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가 가감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모의환자(Standardized patient)가 학생의 술기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OSCE 평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OSCE 시행 중 모

의환자가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태도 부분을 평가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술기를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수자

와 모의 환자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비

의료진인 모의환자의 평가 관점이 교수자와 다를 수도 있고, 모의환자가 학

생을 더 가까이에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Nakamura, 2011).  

마지막으로 OSCE평가 방법에는 간호학생이 본인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평가가 있다. 많은 학교에서 이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으며(Kinoshita 

& Kawakami, 2007), 학생 자가평가가 도입된 이유는, 간호사는 급격한 의

료 변화에 대응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전문가

로서 자신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자가평가로 간

호수행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법을 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

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이유는 간호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므로 자가평가 또한 학습 경험을 쌓아가는데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Kajita, 2010). OSCE라는 비교적 표준화된 환경 속에서 주어진 평가 항목

을 사용하여 자가평가를 시행하므로 자가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Sugimori&Funashima, 2012).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한 연구가 있으며(Han & Park, 2009; 2011), 학생들이 간호 술기 수행 

정도가 좋을수록 교수자 평가와 학생평가의 차이가 적고, 학생의 술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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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질수록 평가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간호 술기를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고, 수행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분법적으로만 평가하였을 뿐, 수행의 완성도나 

숙련도, 학생의 태도 등에 대한 교수자 평가와 학생 평가간의 비교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Han & Park, 2009; 2011).  

간호수행능력을 이분법적 단순 평가가 아닌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고, 

각각이 속성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Bloom의 분류학이 간호

학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Nakamura, 2011). Bloom의 분류학은 간호

교육 목표를 정하는 데에도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분류학에서 말하는 교

육 평가의 여러 종류 중에서 OSCE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

에 속한다(Sugimori & Funashima,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OSCE에서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를 

지식, 기술 및 태도 영역에서 조사 비교하여 OSCE의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성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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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OSCE후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를

Blooms의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서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OSCE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OSCE후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학생 자가평가 점수를 조사하고 

기술, 태도 점수를 교수자 평가 점수와 비교한다. 

2)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적 특성이 OSCE의 지식 점수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적 특성이 OSCE의 기술과 태도 영

역에서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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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SCE) 

OSCE는 의학교육을 비롯한 직업인 육성에서 임상수행능력 중 정서 영

역 및 행동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준비된 여러 스

테이션에서 다양한 의학적 면접, 기술 혹은 간호기술을 한정된 시간 안에 

평가자 앞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간호 술기 스테

이션 중 하나의 술기 스테이션을 선택하여 자료화 하였다.  

 

2) 간호수행능력 

간호수행능력의 핵심은 간호술기며, 간호술기는 Bloom의 분류학을 기

반으로 인지 영역(지식), 정서 영역(태도), 행동 영역(기술)의 세 가지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Tajima, 2011). 본 연구에서는 OSCE후 태도, 기술 측면

에서의 교수자 평가 결과와 학생 자가평가 결과, 그리고 연구자가 개발한 

지식 시험 및 학생 자가평가 시험 결과를 합하여 간호수행능력이라고 명명

한다. 

 

3) 인지 영역(지식) 

간호학 술기 수행에서의 인지 영역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생활 

및 건강 문제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지식의 습득과 이해 및 지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Nakamura, 2011). 구체적으로는 기초 간호학, 

간호학적 지식, 그 지식을 이용한 상황의 이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시나리오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개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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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험에서 나온 점수를 가리킨다. 

 

4) 정서 영역(태도) 

간호에서의 정서 영역은 대인관계와 자기 성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태도, 흥미, 관심, 가치관(윤리를 포함), 습관 등의 의사와 정서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 타 의료진과의 협

조, 관련 사항에 대한 가치, 윤리에 관한 대응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SCE 상황에서 간호학생들이 수행한 내용 중, 태도에 대한 항목의 점수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태도로 설정한 항목은 간호사의 태도가 잘 반영되는, 환자

와의 인사 같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항목으로 하였다.  

 

5) 행동 영역(기술) 

간호 수행에서의 행동 영역은 직접 학생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수행한 

실기적, 기능적 행동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술 수행, 환자에 

대해 관찰한 것을 기술하는 것, 환자를 교육하는 것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OSCE 스테이션에서 간호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항목의 점수를 가리킨다. 

 

6) 자가평가 

본 연구에서 자가평가는OSCE 종료 직후 학생이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기술, 태도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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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수자 평가 

본 연구에서 교수자 평가는 간호학생이 OSCE를 수행하는 중에 교수자

가 간호학생의 태도와 기술 수행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학생의 

자가평가 항목과 동일한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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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OSCE의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이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

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OSCE 교육과 자가평가, 그

리고 관련 요인에 대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1.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SCE) 

OSCE는 Ronald Harden과 그 동료들이 개발하여 의학교육에서 시작한 

실습 시험의 한 종류로, 준비된 여러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기술을 한정된 

시간 안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Harden et al, 1975). OSCE는 고난도의 

술기 지도 및 기본, 응용 임상 기술 평가의 중요한 교육 도구이다(Zabar, 

Kachur, Kalet, & Kathleen, 2013). 일반적으로 간호OSCE의 진행 절차는 

시험이 시작하기 전(약 5분)에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질환, 입원 이유, 상

황에 대한 정보가 씌여있는 시나리오를 학생에게 배포한다. 학생은 짧은 시

간 내에 시나리오의 상황이 어떤 환자에 대한 것이며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건강문제가 있고, 간호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은 

OSCE 상황이 준비된 방에 들어가면, 부분 모형, 고성능 모형, 혹은 모의환

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환자에게 대응하는 것처럼 인사부터 시작하여 간호

술기를 제공하는 목적 등을 설명하고 기대되는 술기를 수행한 후, 마무리 

인사까지 하고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Hutchfield& Standing, 2012).  

이런 일련의 흐름을 평가자 앞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은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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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Brosnan et al, 2006; Muldoon et al, 2013). 

OSCE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로 Bloom의 분류학에서의 인지 영

역(지식)을 제외한, 정서 영역(태도) 및 행동 영역(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

(Tajima, 2011). 또한 그 분류학이 간호 교육 목표를 정하는 데에도 넓게 

사용되어 OSCE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불리고, 이것은 

비교적 장기간에 얼마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총괄하여 평가하

고자 할 때 적합한 평가방법이다.  

이 외에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적 평가(diagnostic 

evaluation), 또는 지도하면서 궤도 수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형성적 평가

(formative evaluation)가 있다(Tajima, 2011). 학생 평가 시에는 포괄적

인 척도가 아니라 행동 평가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간호수

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Han & Park, 2009). 포괄적인 척도라는 것은 간

호사의 간호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며, 임상을 몇 년 경험

한 간호사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된 척도이

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1970년 대에 미국의 Schwirian이 개발한 6-

Dement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나 최근에는 Cowan들이 개발

한 Ehtan Questionnaire Tool 등이 있는데, OSCE와 같이 각각의 상황이 

독립적으로 특수하며 각각의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그 도구 안에 포

함되는 질문이 범위가 넓어 적합하지 않다(Matsutani et al, 2010; Kudoh 

et al, 2012). 

OSCE는 많은 간호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의

학교육과 같으며, 환자와의 의사소통이나 면접법뿐만 아니라 모형이나 모

의환자를 이용하여 침상 목욕부터 심폐소생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간호활

동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Nakamura, 2011; Hutchfield&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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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OSCE의 장점은 술기를 수행하는 학생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중해서 술기를 수행하고, 또 평가자는 하나의 스테이션에서 한 술기

에 대한 평가표나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OSCE는 기술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

니라 학생의 간호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혹은 자신감을 증가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며, 학습에 대한 흥미 증진, 간호사로서의 자가 형상, 

자율적 동기화, 자가 내면의 성숙에도 관여한다(Sok et al, 2009; Sasamoto 

et al, 2012; Yoon, Kim, & Choi, 2013). 그런데 그러한 효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OSCE가 그러한 효과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Sankai, Asakawa, &Sumi, 2010). 예를 들어, 

OSCE에서는 모의환자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흔히 모형을 사용하

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은 반응을 안하는 모형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해

야 하므로 상황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임상과 비슷한 환경을 

마련해야 학생들이 OSCE에 주어진 시나리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능하면 임상 상황과 유사하게 시나리오를 재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OSCE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에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담은 OSCE 도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

도 하다(Walsh, Bailey &Koren, 2009; Nakamura, 2011). 

OSCE는 객관적으로 간호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

는데, 실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주로 교수자이다. 교수자는 이미 

시나리오 내용을 알고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서 시나리오를 개발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을 관찰하며 객관적인 술기의 수준이나 숙련도

를 평가하는데 용이하다(Takahashi et al, 2007; Sugimori&Funashima, 

2012). 또한 교수자는 학생의 성적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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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환영받고 있다(Kajita, 2010). 그러나 

교수자 평가에도 교수자가 해당 시나리오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파악하고 평가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학생을 평가할 때 교수

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교수자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의환자의 평가도 

최종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모의환자의 평가는 교수자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학생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환자로서의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Okada et al, 2012). 예를 들어, ‘학생의 첫인상은 귀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까?’ ‘학생의 설명은 적절하였습니까?’ ‘실제로 이 학

생이 임상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환자 시선에서만 관

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 OSCE 평가에 환

자의 시점을 도입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모의환자가 학생에

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학생에게 간호 실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ajiwara& Nakanishi, 2011). 그렇지만 모의환자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모의환자

를 모집하는 것과 고용하는 것이 교육시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는 학생

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의환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의환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들의 OSCE 수

행을 보고 적절한 피드백 내용을 생각하고 제공해야 하지만, 간호학생의 심

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Nakamu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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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평가 

간호학생이 본인의 술기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자가평가의 도입은 간호

사가 급격한 의료변화에 대응하고, 항상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책

임이 있으며, 전문가로서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Kinoshita & Kawakami, 2007). 

또한 자가평가의 목적은 간호 학생을 간호사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생각

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자가평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

로 바라보는 작업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며, 평가표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외부 객관적인 시각을 도입해 각자의 각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사고하게 하

고, 자기 감정을 자극하여 새로운 노력에 위한 의욕을 주는 역할을 한다

(Kajita, 2010). 즉 자가평가는 추후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어떤 행

동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학습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가평가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교수자가 지도하여 학생들이 배우

는 이 항대립적인 교육관 하에 자기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의문

이 있을 수 있다(Kajita, 2010).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자가평

가를 간호 교육에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게 하

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실제로 간호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가평가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인터뷰나 개방형의 설문조사

를 통해 OSCE 후에 자신이 수행한 술기를 자가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Uchida et al, 2008; Takahashi et al, 2009). 이러한 조사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효과적이고 더 깊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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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

다(Aoyama et al, 2004; Dreifuerst, 2012). 그러한 제한 점을 고려하고 

앞서 언급한 자가 평가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객관적

으로 평가해보고자 하는 평가 척도가 ‘행동 평가 척도’이다. 행동 평가 척도

는 자신이 특정 술기를 수행하였는지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표기하는 체크

리스트로 이루어져 OSCE를 수행하는 간호학생에게 객관적 관점으로 자신

의 수행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Han & Park, 2009). 이 척도는 OSCE

에서 선정된 간호기술의 행동 하나하나를 ‘수행하였다’ 부터 ‘수행하지 않

았다’까지 세 단계, 혹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그렇게 개별적 술

기 하나하나를 확인함으로써 각 술기별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an & Park, 2009; Hutchfield& Standing, 2012). 

 

3.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그 학생

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로는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가평가가 교수자 평가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Yamamoto, Matsui, &Yamanari, 1982). 

성별의 영향 외에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양이 증가하므로 자신을 되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여 학년과 OSCE술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Kruger와 Dunning(1999)의 better-than-average(BTA)의 효과(별

명: Dunning-Kruger Effect)를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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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A효과는 사회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평

균 이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효과 때문에 평균보다 못한 

학생이라도 자신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해서 교수자 평가보다 학생 자가평

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SCE를 수행하는 학생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과 양도 OSCE평가

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간호학 강의나 실습에서 학생이 어

떤 경험을 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도 OSCE 학생 자

가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간호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온 학생은 그 

평가를 받을 만한 노력과 간호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술기는 연습하면 할수록, 실제로 환자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수행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OSCE에서 선정되는 술기를 학생이 

예전에 얼마나 해 보았는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에 충실했던 학생일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수행능력과 실제 수

행능력이 유사할 것이므로 교수자 평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Blanch-Hartigan(2011)의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의과대학생이 자

신을 평가한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남성

이 여성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수행능력도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 차이의 요인

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학대학생을OSCE를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

한 학생으로 나누어 본 결과, 합격한 학생은 교수자 평가보다 자신의 점수

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비교적 차이는 적었고, 불합격한 학생은 교수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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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높게 자가평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

의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의 차이는 무려 6배나 되었다(White, 

Ross, &Gruppen, 2009). 또한 임상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생

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자가평가의 경향을 검토한 결과, 상위, 중위 그룹의 

학생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하위 그룹 학생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Hodges, Regehr, & Martin, 2001).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자의 간

호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 그

룹은 자기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간, 하위 그룹은 과대 평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Han & Park, 2009). 이런 결과는 앞서 말하는 

BTA효과나 사전 경험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간호 교육에서는 앞서 서술한 행동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axter & 

Norman, 2011; Han & Park, 2009; Han & Park, 2011). 또한 학부생뿐

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생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Paul, 2011; Corcoran et al,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앞서 서술한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이 OSCE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

가평가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교수자 평가와 학

생의 자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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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OSCE실시 시 교수자 평가와 학생의 자가평가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

하고 학생의 일반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 연구이다. 

 

2. 이론적 기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요인은 일

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

별, 학년을 포함하였고, 교육적 특성에는 학생의 지난 학기 평균 간호전공 

성적과 간호 실습성적(GPA), 선정된 OSCE 간호술기의 시뮬레이션 경험 

여부와 횟수를 포함하였다. 이런 개인의 특성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에 영

향을 미쳐 교수자 평가와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Figure 

1). 

  



- 17 -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 Power 3.1.5를 사용하여 사전 계획되었으며, t-

test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3로 하였을 때 

총 표본 수는 64명이며, 탈락율을 고려해 70명을 모집하였다. 편의 표출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간호대학 학

생 중 연구참여를 동의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된 간호대학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본 연구에서 선정된 OSCE 내용을 학습한 학생 

3)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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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1)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생의 자가평가와 유의한 관계

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년, 성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적 요인으로는 

GPA, OSCE에 선정된 시뮬레이션 경험의 여부 및 종류를 조사하였다. 

 

2) 간호지식 

간호지식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OSCE에 선정된 간호 술기에 관한 지식

에 대한 시험 형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학년용 지식 시험은 

정맥 주사에 관한 내용 15항목(객관식 10항목, 주관식 5항목)이며, 3학년

용은 기관절개관 환자의 간호에 관한 내용 15항목(객관식 10항목, 주관식 

5항목)이다. 내용 타당성은 교수 1인과 석사과정생 1인으로부터 검증을 받

았다. 

 

3) OSCE평가표 

본 연구에서 사용된 OSCE평가표는 한국 간호 교육 평가원의 핵심 간호

술 평가 항목 프로토콜 제 2판을 기준으로 OSCE내용에 맞도록 연구자가 체

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1점: ‘수행 안 함’ 에서 5

점: 정확하게 함)이며, 2학년용 22항목, 3학년용 2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체크리스트에서 22항목 중, 5항목은 태도 측면, 17항목은 기술 측면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뜻한다. 이 도

구의 내용 타당성은 교수 1인과 석사 과정생 1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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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일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게 이루어졌다. 참

여자는 공개 모집과 이메일을 통해 관심을 보인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

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OSCE 참여 

연구에 최종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세 부 조로 나누어 편성한 후 

OSCE를 수행할 날짜와 시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해당 학

년의 OSCE가 계획된 시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시뮬레이션 센터 내 미리 준

비해 놓은 OSCE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정맥 주사 술기, 3

학년 학생들은 기관 절개관 간호에 대한 OSCE에 참여하였다. 이 간호술기

는 각 학년 별 대상자들이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

원의 핵심 간호술 평가 항목 프로토콜 제 2판에서 설정한 난이도를 고려하

였으며, 대상자가 설정된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간호술

기를 선택하였다. 

OSCE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다수

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20분 정도의 OSCE를 수행할 수 있도록 2학년은 2

개의 스테이션이, 3학년는 4개의 스테이션을 마련하여 수행하였다. OSCE를 

시작하기 전에 한 조의 학생들에게 동시에 OSCE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동의서를 받고 연구자가 속한 스테이션이 아닌 경우 

교수자간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는 것에 동

의를 받았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해당 날짜에 대상자를 한 방에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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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OSCE에서 할 간호 술기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끝난 후 별도로 준비된 방에 준비된 설문 조사에 참여

할 것을 설명하였다. 2학년, 3학년 각각 이틀에 걸쳐 대상자 모두가 1개의 

OSCE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OSCE를 실시하였다.  

 

2) OSCE내용  

2학년 학생들은 특정 환자가 정맥 수액병과 항생제 정맥주사를 처방받

은 상황에서 정맥 확보가 이미 된 환자에게 정맥 수액병 연결과 항생제의 

정맥 주사, 그리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수행하였다. 학

생들에게 기대되는 술기는 학생 자신을 소개하고 환자를 확인한 후 손소독

을 실시한다. 이 후 정맥 수액 주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수액을 연결하는 술

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맥 수액을 주입한 후에는 환자와 적절한 의사소

통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종결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3학년은 특정 환자가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절개관 

흡인을 실시하고 드레싱 교환을 하는 술기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로 OSCE를 

구성하였다. 물품 준비, 손소독, 자기소개, 환자확인, 술기 설명에 이어 무균

적으로 기관 절개관 흡인과 드레싱 교환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

록 시나리오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3) OSCE 교수자 평가 

OSCE 교수자 평가는 OSCE현장에 1개의 스테이션에 1인 교수자가 참

여하여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기술을 평가하였다. 참여한 교수자

들은 2학년은 연구자 포함 2명, 3학년은 4명이었다. 평가자는 해당 간호대



- 21 - 

학의 교수 1인, 간호대학 실습강사 2명, 그리고 연구자였으며, 이들은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졌고, 한국 간호 

평가원이 제시한 핵심 기본 간호술 평가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좀더 객관화된 교수자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가 참여한 OSCE 스테이션 외에 다른 스테이션의 학생 수행을 

영상으로 녹화하였고, 학생들의 OSCE수행이 모두 끝난 후 연구자가 자신

이 참여하지 않은 스테이션의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서 타 교수자가 평가한 

내용과 자신의 평가가 일치하는가를 재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일치하였으나 간혹 불일치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스테이션 담당 교수

자와 조율을 통해 연구자가 재채점한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정하였다.  

 

4) OSCE 후 학생 자가평가  

사전 오리엔테이션 후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20분 동안 OSCE를 실

시한 후 학생들은 진행자의 인도에 따라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해당 OSCE지식,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OSCE에 대한 태도와 술기에 대한 자가 보고형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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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간호학생이므로 대상자 모집 시, 연구자 본인이 

연구 목적, 절차, 자료 수집 방법(설문 조사), 익명성,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폐기,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는 반영되

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학생이 자

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본 연구의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후,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삭제

된 후 자료화 될 것이며 논문으로 작성하더라고 학생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

지는 않을 것이라는 익명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가 

종료된 후 촬영한 동영상이나 조사 정보는 폐기할 것임도 알려주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참여자 보호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만 사용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자료화한 파일은 연구자의 암호화한 노트북에 저장하였으며, 본 

논문이 완성 된 후 IRB가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바로 자료를 폐기할 것

이다. 

 

  



- 23 - 

7.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제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빈도,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평가자 간 일치도는 연구자가 재채점하기 전 점수를 바탕으로 산출하

였다. 

3) 대상자의 간호지식, OSCE자가평가 및 교수자 평가는 각 영역별 점수

와 총점,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지식, 교수자 평가 점수의 각 영역은 Z점수로 표준화하

여 비교하였다. 

5) 간호 학생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

하였으며, 양측 검정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6)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7) 대상자의 일반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른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점수 차이는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 Tukey-Kramar로 사후 

분석하였다. 양측 검정을 적용하여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8) 지식, 기술, 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여, 각 항목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

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 상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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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6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2학년은 28명, 3학년

은 3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1세였다(Table 1). 간호학 전공 성적은

A−〜B+(48.5%)가 가장 많았고, 실습 성적도A−〜B+(57.6%)가 가장 많

았다. 대상자의 84.8%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

고, 평균 경험 횟수는 2.12회이며, 부분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OSCE에서 사용한 간호술기의 연습 

횟수는 평균 2.5회였다(Table 1). 

 

2) 평가자 간 일치도 

본 연구에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교수자 1인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

는 각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수자 점수의 평가자간 신뢰도가 떨어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의 동의 하에 수행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연

구자가 재채점하였다.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수정 전 점수와의 평가

자 간 일치도는 91.5%(기술항목 93.8%, 태도 항목8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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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6) 

Characteristics 
 

N % 

Age Mean(SD) 21.1(1.93) 
 

Gender Male 12 18.2 

 
Female 54 81.8 

Grade 2nd grade 28 41.4 

 
3rd grade 38 57.6 

GPA of nursing major subjects 〜A0 6 9.1 

 
A−〜B+ 32 48.5 

 
B0〜B- 25 37.9 

 
C+〜 3 4.5 

GPA of clinical practice 〜A0 10 15.2 

 
A−〜B+ 38 57.6 

 
B0〜B- 15 22.7 

 
C+〜 3 4.5 

Simulation experience Yes 56 84.8 

 
No 10 15.2 

Number of simulation experience Mean(SD) 2.12(3.71) 
 

Type of simulation experience HPS 20 30.3 

 
Task trainer 51 77.3 

 
Role play 14 21.2 

 
Patient 12 18.2 

 
Others 1 1.5 

Number of practice Mean(SD) 2.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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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 

1)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 

OSCE실시 후 교수자 평가와 학생의 자가평가 점수를 기술, 태도, 종합 

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각 만점은 85점, 25점, 110점이었다. 기술 항

목의 평균 점수는 교수자 평가, 자가평가, 각각 69.24점, 71.45점이었다. 

태도 항목의 평균 점수는 각각 20.66점, 21.63점이었고, 종합 점수의 평균

은 각각 89.90점, 93.27점이었다.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를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Table 2).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기술과 총

합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14, p= .008). 기술 

평가와 총합 점수에서 학생들의 자가평가가 교수자의 평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태도 평가에서는 학생 자가평가가 교수자 평가보다 평균

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p= .146).  

 

Table 2. Scores Assessed by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Mean(SD) Difference df t P 

Skill Teacher's 69.24 (8.87) -2.21 65 -2.528 .014 

Student's 71.45 (7.40) 

Attitude Teacher's 20.66 (4.13) -0.96 65 -1.473 .146 

Student's 21.63 (5.72) 

Total Teacher's 89.90 (11.59) -3.36 65 -2.740 .008 

Student's 93.27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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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상관관계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각 항

목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Table 3). 기술 항목과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632, p= .000). 또한 

태도 항목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r= .448, p= .0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ent’s Skill, Attitude, Teacher’s Skill, and Attitude 

Scores 

Variables 
Student’s skill Student’s attitude 

r(p) r(p) 

Teacher’s skill .632** (.000) .532** (.000) 

Teacher’s attitude .301* (.014) .448** (.00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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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특성이 지식 시험 점수에 주는 영향 

1) 지식 

Blooms의 분류 중 지식은 교수자가 평가할 수 없어 학생 자가평가 점수

만을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과 비교하였고, 통계기법으로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각각 다른 문제로 

지식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1점의 가치가 같지 않아,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Z점수를 구하고 검정을 하였다(Table 4). 지식 점수에 유의한 영향 요인은 

직전 학기의 간호 전공 성적이었다. 사후 검정으로 지난 학기의 간호 전공 

성적에서 A~B+군과 B0~B-군의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

났다(F=5.302, p= .003). 이 결과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지식 시험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기술 평가에서 기술 항목, 태도 항목으로 나누

었을 때 교수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지

식 시험에서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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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Exam Scor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nowledge) 

Characteristics 
 

N M(SD) t/F 

    
(p) 

Gender Male 12 -.20(1.00) -0.803 

 
Female 54 .046(.99) (.425) 

Grade 2nd grade 28 .00(1.00) 1.000 

 
3rd grade 38 .00(1.00) (.000) 

GPA of nursing major subjects 〜A0 6 .29(.74) 5.302 

 
A−〜B+ 32 .38(.68) (.003) 

 
B0〜B- 25 -.45(1.15) 

 

 
C+〜 3 -.91(.86) 

 
GPA of clinical practice 〜A0 10 .48(.73) 1.540 

 
A−〜B+ 38 .03(.88) (.213) 

 
B0〜B- 15 -.34(1.22) 

 

 
C+〜 3 -.27(1.54) 

 
Simulation experience Yes 56 .09(3.23) -1.866 

 
No 10 .52(3.03) (.067) 

Practice experience Yes 52 .03(.96) -.620 

 
No 14 .14(1.12) (.537) 

Number of practice >=4 15 .04(.78) .183 

 
<4 51 -.01(1.05) (.856) 

Z score of skill >=.00 37 .01(.98) .173 

 
<.00 29 -.02(1.23) (.863) 

Z score of attitude >=.00 17 -.02(1.23) -.106 

 
<.00 49 .00(.90) (.917) 

*Tukey HS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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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술 

OSCE실시 후 기술 점수의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점수 차이를 

Z score로 환산하여 유의한 영향요인이 있는가를 검증하였다(Table 5).  

그 결과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학년 학

생의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평균 차이는 -5.35였으며, 교수자 평

가보다 학생이 자기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학

년은 평균 차이가 .10였으며, 교수자 평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학년 별로 기술 점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102, p= .003).  

추가적 분석으로 간호기술 평가 점수의 각 학년 별 Z점수를 구하고 평균 

이상의 군과 이하의 군으로 나누어 검정한 결과, 평균 이상의 군의 자가평

가와 교수자 평가의 평균 차이는 -.13이었으며 교수자 평가와 큰 차이가 없

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평균 이하의 군에서는 -4.86이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며 이것은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자기 스

스로를 교수자 평가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2.821, p= .006). 

그 밖에 학생들의 실습 성적이나 OSCE에서 사용된 간호술기의 사전 경

험, 연습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지식 시험에서 좋

은 점수를 받은 것은 OSCE술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 그러한 학생들이 간호 술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 (t= .865,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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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in Gap of Teacher’s and Student’s Evalua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kill) 

Characteristics 
 

N M(SD) t/F 

    
(p) 

Gender Male 12 -3.91(6.25) -.917 

 
Female 54 -1.83(7.28) (.363) 

Grade 2nd grade 28 -5.35(8.18) -3.102 

 
3rd grade 38 .10(5.18) (.003) 

GPA of nursing major subjects 〜A0 6 -2.83(8.15) 2.591 

 
A−〜B+ 32 -1.15(6.59) (.061) 

 
B0〜B- 25 -2.16(6.20) 

 

 
C+〜 3 -12.66(12.50) 

 
GPA of clinical practice 〜A0 10 -.60(8.95) .915 

 
A−〜B+ 38 -1.55(6.33) (.439) 

 
B0〜B- 15 -4.33(8.17) 

 

 
C+〜 3 -5.33(1.52) 

 
Simulation experience Yes 56 -2.83(6.93) -1.721 

 
No 10 1.30(7.43) (.090) 

Practice experience Yes 52 -2.88(7.07) -1.495 

 
No 14 .28(6.93) (.140) 

Number of practice >=4 15 -3.40(8.39) -.734 

 
<4 51 -1.86(6.73) (.466) 

Z score of exam >=.00 37 -1.54(6.66) .865 

 
<.00 29 -3.06(7.66) (.390) 

Z score of skill >=.00 37 -.13(5.37) 2.821 

 
<.00 29 -4.86(8.19) (.006) 

Z score of attitude >=.00 17 -.88(7.36) .894 

 
<.00 49 -2.67(7.03)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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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태도 항목의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를 각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따라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Table 6). 그 결과, 학년과 지난 학기의 간호 실습 성적, 연습 횟수(4회 미

만과 4회 이상), 태도 항목의 Z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서는 2학년 학생은 평균 차가 1.25였으며, 교수자 평가보다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였고, 반대로 3학년은 평균 차이가 -2.60점으로 학생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76, p= .003).  

지난 학기의 간호 실습 성적은 F=4.516, p= .006였으며, 사후 검정의 

결과, A−~B+의 군과 C+~의 군(p= .013), 또한 B0~B-의 군과 C+~의 군

(p= .005)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습 횟수(4회 미만

과 4회 이상)도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4회 이상 연습을 하였다

고 답한 군은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 평가의 평균 차이가 -4.06으로 학생

이 자신을 더 높게 평하하였고, 4회 미만의 군은 평균 - .05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68, p= .010).  

마지막으로 태도 점수만으로 학년 별 Z점수를 구하고 평균 이상의 군과 

이하의 군으로 나누어 검정한 결과, 평균 이상의 군은 교수자 평가가 학생 

자가평가보다 더 높은 반면 (M=4.11), 평균 이하의 군은 학생 자가평가가 

교수자 평가보다 더 높아(M=-2.7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4.767,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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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in Gap of Teacher’s and Student’s Evalua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 

Characteristics 
 

N M(SD) t/F 

    
(p) 

Gender Male 12 -1.08(4.52) -.081 

 
Female 54 -.94(5.55) (.936) 

Grade 2nd grade 28 1.25(5.48) 3.076 

 
3rd grade 38 -2.60(4.67) (.003) 

GPA of nursing major subjects 〜A0 6 -1.66(3.20) .119 

 
A−〜B+ 32 -.68(4.64) (.948) 

 
B0〜B- 25 -1.28(6.22) 

 

 
C+〜 3 .00(10.00) 

 
GPA of clinical practice 〜A0 10 .80(5.92) 4.516 

 
A−〜B+ 38 -1.39(4.07) (.006) 

 
B0〜B- 15 -2.86(5.93) 

 

 
C+〜 3 8.00(7.21) 

 
Simulation experience Yes 56 -.98(5.22) -.044 

 
No 10 -.90(6.29) (.965) 

Practice experience Yes 52 -1.09(5.15) -.368 

 
No 14 -.50(6.19) (.714) 

Number of practice >=4 15 -4.06(5.41) -.2.668 

 
<4 51 -.05(5.02) (.010) 

Z score of exam >=.00 37 -.64(5.75) .548 

 
<.00 29 -1.37(4.85) (.586) 

Z score of skill >=.00 37 -.29(5.93) 1.156 

 
<.00 29 -1.82(4.44) (.252) 

Z score of attitude >=.00 17 4.11(5.41) 4.767 

 
<.00 49 -2.73(4.07) (.000) 

*Tukey HSD=d>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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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합 점수 

기술과 태도 점수의 총합 점수에서 교수자 평가와 학생의 자가평가 간에 

차이를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따라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Table 7). 그 결과, 기술 항목의 Z점수와 태도 항목의 

Z점수, 총합 점수의 Z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간호기술 평가 중, 기술 점수만으로 학년 별로 Z점

수를 구하고 평균 이상의 군과 이하의 군으로 나누어 검정한 결과, 평균 이

상의 군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M=-.43), 평균 이하의 군(M=-6.68)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교수자 평가보다 학생 자가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712, p= .009). 

태도 항목의 Z점수 검정 결과, 평균 이상의 군은 교수자 평가보다 학생 

자가평가가 낮았고 (M=3.23), 평균 이하의 군은 학생 자가평가 점수가 유

의하게 교수자 평가보다 높았다 (M=-5.40) (t=3.39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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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Gap of Teacher’s and Student’s Evalua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Score) 

Characteristics 
 

N M(SD) t/F 

    
(p) 

Gender Male 12 -5.00(7.04) -.712 

 
Female 54 -2.77(10.26) (.479) 

Grade 2nd grade 28 -4.10(11.54) -.659 

 
3rd grade 38 -2.50(8.27) (.512) 

GPA of nursing major subjects 〜A0 6 -4.50(7.63) 1.202 

 
A−〜B+ 32 -1.84(9.33) (.317) 

 
B0〜B- 25 -3.44(8.96) 

 

 
C+〜 3 -12.66(21.36) 

 
GPA of clinical practice 〜A0 10 .20(12.95) 1.669 

 
A−〜B+ 38 -2.94(7.61) (.183) 

 
B0〜B- 15 -7.20(11.87) 

 

 
C+〜 3 2.66(6.50) 

 
Simulation experience Yes 56 -3.82(9.53) -1.268 

 
No 10 .40(10.63) (.210) 

Practice experience Yes 52 -3.98(9.77) -1.290 

 
No 14 -.21(9.37) (.202) 

Number of practice >=4 15 -7.46(12.03) -.1.980 

 
<4 51 -1.92(8.70) (.052) 

Z score of exam >=.00 37 -2.18(9.69) .934 

 
<.00 29 -4.44(9.82) (.354) 

Z score of skill >=.00 37 -.43(8.45) 2.712 

 
<.00 29 -6.68(10.28) (.009) 

Z score of attitude >=.00 17 3.23(9.36) 3.397 

 
<.00 49 -5.40(8.9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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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 기술, 태도의 상관관계 

1) 지식, 기술, 태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학생의 자식, 기술 및 태도에 상관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식 시험 점수와 교수자 평가 점수를 바탕으

로 각 항목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Table 8). 우선 지식과 기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r= .480, 

p= .000), 지식과 태도 사이에도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282, 

p= .022). 지식과 총합 점수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총

합 점수 자체가 기술과 태도 점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하

겠다(r= .469, p< .0001). 또한 기술과 태도의 사이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r= .513, p= .000). 

 

Table 8.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Skill, Attitude, and Total Score 

Variables Knowledge Skill Attitude Total 

r 

(p) 

r 

(p) 

r 

(p) 

r 

(p) 

Knowledge 

 

1    

Skill .480** 

(.000) 

1   

Attitude .282* 

(.022) 

.513** 

(.000) 

1  

Total .469** 

(.000) 

.951** 

(.000) 

.753** 

(.000) 

1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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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의사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

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통제 변수를 태도로 설정하여 지식과 기술 사이

의 관계를 본 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r= .407, p= .001). 또한 기

술 점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지식과 태도 사이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상관관

계가 의사 상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r= .048, p= .705). 마지막으

로 지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기술과 태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상관관

계가 있음을 밝혀졌다(r= .449, p= .000). 

 

Table 9.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Variables Knowledge Skill Attitude 

r 

(p) 

r 

(p) 

r 

(p) 

Knowledge 

 

1   

Skill .407** 

(.001) 

1  

Attitude .048 

(.705) 

.449** 

(.000) 

1 

*p< .05, **p< .01 

 

 

  



- 38 - 

Ⅴ. 논의 

 

본 연구는 OSCE의 교수자 평가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 중 평가 차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조사연구이다.  

 

1. 교수자 평가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와의 차이 

1) 교수자 평가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의 차이 

본 연구의 결과로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는 기술을 평가한 점수와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신

이 수행한 술기에 대해 평가한 점수가 교수자의 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

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Abadel& Hattab, 2013; Baxter & Norman, 2011; Corcoran et al, 

2013; Han & Park, 2009; 2011; Paul, 2011; White, Ross, &Gruppen, 

2009). 본 연구 결과에서 태도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자가평가 평균이 교수

자의 평가 점수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태도와 수행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술 

영역보다 태도 영역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 영역에서는 

교수자가 평가하는 것 보다 더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 추후 이러한 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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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특히 기술 항목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 .632, p= .000). 이러한 결과는 학생 자가평가도 교수자의 평가와 같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평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 영역과 태

도 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태도 항목의 상관계수가 기술 영역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다(r= .448, p< .0001)고 볼 수 있지만, 태도 부분에서의 교

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Han& 

Park(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OSCE의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비교결과를 요약컨대, 기술에 비

해 태도에 관해서는 학생이 비교적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술기

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자의 지

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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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특성이 지식 시험 점수에 주는 영향  

1) 지식  

본 연구에서, 2학년 대상자는 정맥주사 투여, 3학년 학생은 기관 절개관 

간호에 대한 OSCE를 수행하고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한 지식 도구

로 지식을 측정하였다. 지식 평가 결과, 객관적인 학년간 비교를 위해 지식 

점수를 Z점수로 계산한 후 검정하였다. 인구학적, 교육적 여러 요인 중, 직

전 학기의 간호학 전공이 좋았던 학생이 지식 점수도 높게 나와 본 연구의 

지식 시험이 타당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대상자의 간호 술기에 대한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3학년보다 2학년 학생이 자

신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Blanch-

Hartigan(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이 자가평가를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 평가의 점수를 바

탕으로 학년 별로 Z점수를 구하고, 평균 이상의 학생과 이하의 학생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결과, 교수자 평가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

가평가 간의 차이가 적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한 경

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Kruger와 Dunning의 연구(1999)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Han &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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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Hodges, Regehr, & Martin, 2001; Parker, Alford, & Passmore, 

2004; White, Ross, &Gruppen, 2009).  

의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Abadel& Hattab (2013)의 연구에서는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소평가할 경향이 있고, 

반면에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 평가할 경향이 있었다고 나왔

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경

험”이라는 정의에 연습이나 실습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실제로 체험한 경

험을 포함시켰지만,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던 대상자가 

많았던 것이 그 이유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술 영역에서는 학년과 각 학생의 기술 수준 정도가 자가평가의 적절성, 

다시말해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간호기술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자가평가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시작할 필요성과, 특히 간호 기술을 잘 못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므로, 동영상을 이용한 피드백(Roter et al, 2004)

이나, 간호학생이 환자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역할극

(Uchida et al, 2008) 등을 통해 자가평가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태도 

태도 영역에서는 기술 항목과 달리 2학년 대상자들이 자신을 과소 평가

하고, 3학년 대상자들이 스스로를 과대 평가한 경향이 있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호 수행 역량을 본 연구와 

같이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지 않고, 기술과 태도를 합하거나 아니면 기술

만 평가하여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 결과를 비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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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문헌은 없었다. 또한 간호 실습 성적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

자 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 수가 아니기에 확실한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정도에 위치한 학생일수록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교수자 평가 <학생 

자가평가), 상위 그룹은 적절한 자가 평가(교수자 평가 = 학생 자가평가)를, 

하위 그룹은 과소 평가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교수자 평가 > 학생 자가평

가). 연습을 4회이상 했다고 답한 학생도 태도 항목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

을 과대 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평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그룹과 하위 그

룹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상위 그룹의 학생은 자신을 과소 평가하였고

(교수자 평가 > 학생 자가평가), 하위 그룹은 과대 평가하였다(교수자 평가 

<학생 자가평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자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Z점수화한 기술 점수에서는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학년이나 연습 경험, 직전 학기 성적 등에 관해

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태도 항목은 기술에 비해 더욱 주관적

이며, 자신의 간호관(看護観)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평가자 간 일치도를 봐도 태도 항목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자 네 명의 평가 점수에서 기술 항목의 일치도 93.8%에 비해 태

도 항목에 관해서는 83.5%였다. 이 결과를 통해 태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주관성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평가 시 주의를 요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환자 역할은 두 개의 OSCE모두 부분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태도를 실제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태도 부분의 평가를 실시할 때는 SP를 사용해서

라도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kai, 

Asakawa, &Sum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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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양국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간호학생이며 동양인인 한국인이다. 일본, 미

국, 중국,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2012)가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국적의 대상자는 자가평가

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인, 일본인에 순서로 나와, 미국과 

한국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서양국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치

하지 않은, 혹은 차이를 볼 수 없는 영역도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 지식, 기술, 태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의의 중 가장 큰 강점은 Bloom의 분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 수행평가를 지식과 기술, 태도의 영역에서 평가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지식, 기술, 태도는 모두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 중 한두 영역만으로는 

학생들의 간호 역량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시험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술과 태도의 관계에서 강한 상관관계

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지식과 태도의 관계는 의사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고 나타났다. 또한 총합 점수와 각 항목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는 모든 항

목과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지만, 특히 기술과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간호학생의 기술적 부분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려면 기술 면을 강

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과 상관관계가 깊은 지식 부분이 약한 학생

에 관해서는 지식을 채운 다음, 술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간호기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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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Fujita et al(2008)의 자가평가와 학습 전략

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못했던 지식 항목까지도 자가평가

하여, 자가평가의 고저에 따라 간호학생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

악하였다. 그 결과, 지식 영역에서 자가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은 사전 학습

을 하여, 수업을 잘 활용한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대상자의 실제 지식 정도

를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지만, 지식 

부분이 약한 학생에게 추가 수업이나 사전 학습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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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OSCE 후 교수자 평가와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에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하고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

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에 있는 일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자 평가와 학생 자가평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t=-2.740, p = .008), 학생이 스스로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태도 항목에서도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

1.473, p= .146). 이는 학생이 자가평가할 때 기술 영역보다는 태도 영역에

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 할 수 있고 기술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술 영역의 평가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적절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02, p= .003). 또한 기술 영역에서 교수자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 기술 점수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교수자 평가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하위 그룹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2.821, p= .006). 학교에서의 받는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스스로의 시뮬

레이션 연습 경험은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또 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해당된 간호기술에 관한 기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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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얼마나 수행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해, 하위 그룹 학

생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3) 태도 영역에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이 오히려 스스로를 과소 평가한 

경향이 있었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3.076, p= .003). 또한 실습 성적을 보았을 때,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과

대 평가한 경향이 있었고, 하위 그룹의 학생은 반대로 과소 평가하여, 이 그

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F=4.516, 

p= .006). 연습 횟수와 관련에서는 4회 이상 연습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

다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였다(t=-2.668, p= .010). 마직막으로, 태도 영역

에서 교수자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자가평가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하여 검정한 결과, 상위 그룹은 과소 평가하였고, 하위 그룹은 과

대 평가한 경향이 있어, 기술 항목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 47 - 

2. 제언 

본 연구는 하나의 간호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함으로써 학생 특성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서양권과 동양권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에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

다. 

3) OSCE에서 간호학생의 간호기술과 태도를 평가하는 데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게 쓸 수 있는, 각 간호 상황에 맞게 작성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다. 

4) 분류학 관점에서 간호학생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교

육 방법의 발전을 위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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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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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SCE)의 학생평가와  

교수자 평가 간의 차이 비교 및 영향 요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 이이쿠라아츠미입니다. 

저의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OSCE후 간호학생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를 BLOOM의 분류학에 따라 지식을 

제외한, 기술 및 태도 영역에서 파악하고, OSCE의 자가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차이를 일으

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연구 절차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시면 1회의 OSCE(약10분간)와 설문조사(약20분간)로 이루어질 것입

니다 

 
위험 요인 

본 연구는 환자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OSCE를 통하여 수기평가와 설문조사가 진행되므로 

연구와 관계된 신체, 정신적 손상의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개인 정보 보장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의 사적 정보 보장을 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 보관될 것입

니다. 설문 자료를 분석할 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나 특정 인녕, 지명 등은 가명으로 기

재되어 문서화되므로 문서만으로는 참여하시는 분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논문

이 완성된 뒤 연구잡지에 기재되어도 분의 개인적 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 취소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언제든지 참여를 취

소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연락처 

본 연구의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 이이쿠라아츠미며, 지도교수님은 서

은영 교수님이십니다 (연구자 연락처: 010-2617-0528, 이메일: atsumiiikura@snu.ac.kr).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감사 표시로 5천원 상당의 문구를 드릴 예

정입니다. 

 
“본인이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mailto:atsumiiikur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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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OSCE 자가평가 설문지 

간호 OSCE 자가 평가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생 이이쿠라아츠미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 시험(OSCE)의 학생평가와 교수자 평가 간의 차이 비교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결과에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느끼신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구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이이쿠라아츠미 

연락처: 010-2617-0528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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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OSCE자가평가 

(2학년용) 

다음은 지금 제공한 간호에 대해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기술/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정확하게  했다:5〜안했다:1) 5 4 3 2 1 

1. 손을 씻었다.      

2. 투약카드를 확인하고 수액과 항생제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다. 

     

3. Normal saline 용기의 뚜껑을 비틀어 따고 5cc 주사기로  

3cc를 쟀다.  

     

4. Cephazolon 1g 바이얼의 플라스틱 뚜껑을 따고 알코올  

솜으로 고무마개 부분을 눌러 닦았다. 

     

5. Normal saline 3cc를 바이알에 삽입하였다.       

6. 비우세손으로 바이알을 흔들어 약을 모두 녹였다.       

7. 처음 Saline을 주입했던 주사기에 공기를 3cc 정도  

바이알에 주입하였다.  

     

8. 바이알을 거꾸로 들고 바이알에 있는 약물을 모두  

주사기로 빼냈다.  

     

9. 주사 수액기구와 연결선을 오염되지 않게 연결하였다.       

10. D5W  1L 에 수액기구를 꽂고 점적통의 ½ 정도를  

수액으로 채우면서 주사대에 수액을 걸고, 공기방울 없이  

수액 라인 전체를 채운 후 조절기를 잠궜다.  

     

11. 준비한 수액과 항생제를 가지고 환자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로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12. 환자에게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이름, 용량, 시간, route,  

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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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확하게  했다:5〜안했다:1) 5 4 3 2 1 

13.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였다.       

14. 침상 옆의 수액 걸대에 수액 백을 걸었다.      

15. 환자가 가지고 있는 Heparin cap 을 소독 솜으로 닦았다.      

16. Heparin cap 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삽입하고  

주입여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투약하였다.  

     

17. D5W수액 기구에 바늘을 꽂아 Heparin cap에 삽입하였다.  

(혹은 Heparin cap을 빼고 직접 수액 기구를 연결해도 됨) 

     

18. D5W수액을 2.25초 혹은 2초 마다 1방울씩 떨어지도록  

주입속도를 맞추었다.  

     

19. 수액 주입 부분에 통증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20. 투여하는 수액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만약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21. 환자에게 의문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마무리 손소독 가능) 

     

22. 간호를 마치고 친절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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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용) 

다음은 지금 제공한 간호에 대해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기술/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정확하게 했다:5〜안했다:1) 5 4 3 2 1 

1. 자신을 소개하였다.      

2. 손을 씻었다.      

3. 이름과 등록번호로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4. 간호기술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5. 무균 용기가 들어있는 세트를 열어 용기에 생리식염수를 

담았다. 

     

6. 흡인기가 작동하도록 하였다.      

7. 양 손에 멸균장갑을 원활하게 착용하였다.      

8. 곡반에 있는 카테터와 흡인병이 연결되는 흡인 라인을 

원활하게 연결하였다. 

     

9. 비 우세손으로 흡인조절 부위를 잡고 우세손으로 흡인 

카테터를 잡은 후 윤활액인 생리식 염수에 담그었다가 

빼면서 흡인기능을 확인하였다. 

     

10. 삽입 시에는 압력을 주지 않고 삽입 후에 압력을 풀었다.      

11. 카테터를 10-12cm 정도 기관절개관 내로 삽입하였다.      

12. 한번에 정확하게 삽입하였다.      

13. 엄자와 검지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뺐다.      

14. 카테터 삽입을 무균술로 시행하였다.      

15. 카테터 삽입부터 흡인하는 시간은 10-15 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 흡인이 완료된 후, 절개관 주변에 있는 오염된 Y 거즈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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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확하게 했다:5〜안했다:1) 5 4 3 2 1 

17. 겸자를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다. 

     

18. Y 거즈를 원활하게 끼었다.      

19.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였다.      

20.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였다. 

     

21. 환자에게 문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22. 간호를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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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식 테스트 

(2학년용) 

다음 내용은 학생이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간호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학생이 아는 대로 답해 주세요. 

 

1. 항생제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기 위한 피부 반응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을 고르세요. 

1) 피하 층으로 약물을 주입한다. 

2) 주사 부위 팽진의 직경이 10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독한다. 

3) 약물주입 후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마사지한다. 

4) 주사 후 48-72시간 안에 결과를 판독한다. 

5) 피부에 주사바늘을 삽입 후 내관을 뒤로 당겨보아 혈액의 역류를 

확인한다. 

 

2. 5% 포도당을 정맥투여할 때 용액이 잘 주입되지 않을 경우 시행하는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공기바늘이나 공기주입구가 막혔는지 확인 

2) 용액 병이 적당한 높이에 있는지 확인 

3) 튜브의 꼬임이나 눌림이 있는지 확인 

4) 주사바늘의 길이가 알맞은지 확인 

5) 환자의 체위와 바늘 삽입 부를 확인 

 

3.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고르세요. 

1) 가능한 서면처방보다는 구두처방을 받아서 투여한다. 

2) 약품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투여한다. 

3) 약물 투여 시 약, 대상자, 용량, 경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투여한다. 

4) 투약의 여섯 가지 기본원칙을 지킨다. 

5) 약품의 투여에 있어서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진을 통해 과거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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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 탈수가 있을 때 투여 불가능한 수액을 고르세요. 

1) 5% 포도당 용액                2) 0.9% 생리식염수 용액                 

3) 하트만 용액   4) 5% 생리식염수 용액         

 

5. 페니실린 주사 직후 아나필락틱 반응을 일으킨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2) 기관지 협착과 질식 시 산소를 투여한다. 

3) 수액주입을 하여 혈액 순환량을 보강하여 쇼트에 대한 치료를 한다. 

4) 즉시 저 감작 요법을 시작한다. 

5) 혈압 상승제를 투여한다. 

 

6. 페니실린 같은 약물주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1) 신경성 쇼크  

2) 과민성 쇼크  

3) 정신성 쇼크  

4) 패혈성 쇼크  

5) 심장성 쇼크 

 

7. 정맥주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신체의 영향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2) 약물의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3) 약물을 회석하거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4) 진단이나 약물의 과민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5) 산 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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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를 고르세요. 

a. 근무시작 전후 

b. 환자와 직접접촉 전후 

c. 환자의 붕대나 대/소변기를 만진 후 

d. 가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후 

 

1) a, b, c         2) a, c        3) b ,d         4) d         5) a, b, c, d 

 

9. 바이알을 주사기에 준비할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1) 바이알 속에 공기를 넣어서는 안된다. 

2) 바이알 크기와 같은 양의 증류수로 회석한다. 

3) 한번에 준비된 전량을 다 써야 한다. 

4) 주사량과 같은 양의 공기를 바이알 속에 넣는다. 

5) 주사량의 2배의 공기를 바이알 속에 넣는다. 

 

10. 세포외액 과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르세요. 

a. 경정맥 팽창 

b. 혈압, 맥박상승 

c. 체증중가 

d. 요비중 1.010 이하 

 

1) a, b, c         2) a, c         3) b ,d           4) d        5) a, b, c, d 

 

11. Heparin Lock을 통한 정맥 주사 투여 절차를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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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기술하세요.  

 

 

 

 

13. 안전한 투약을 위한 5R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기술하세요. 

 

 

 

14. 어떤 환자에게 수액 2000ml를 24시간 동안 투여해야 한다. 이 경우 

1분간에 주입되는 drop수는 얼마인지 수액의 주입 속도를 계산하세요 

(1ml=20drops). 

 

 

 

 

15. 50ml의 생리식염수에 용해된 항생제를 적하할 때 심장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시간을 얼마로 적하할지, 또한 그 때 몇 초에 

한 방울 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하세요 

(1ml=20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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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용) 

다음 내용은 학생이 기관절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지식에 대한 문제입

니다. 각 문제에 대해 아는 만큼 답해 주세요. 

 

1. 산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르세요. 

a. 산소운반력과 대사율  b. 스트레스 

c. 흉곽팽창 정도   d. 기도폐색 

 

1) a, b, c         2) a, c        3) b, d          4) d          5) a, b, c, d 

 

2. 기관절개환자의 기도 흡인에서 흡인시간을 정해진 시간내로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고르세요. 

1) 흡인시간이 길어지면 정맥에 괴사, 혈종이 형상되므로 

2) 흡인시간이 길어지면 점막자극으로 점액분비가 감소되므로 

3) 흡인시간이 길어지면 점맥손상으로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4) 흡인시간이 길어지면 저산소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5) 흡인시간이 길어지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므로 

 

3. 가습요법의 적용 목적을 고르세요. 

a. 산소가 몸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b. 공기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기도점막의 검조를 막기 위하여 

c. 호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d. 기도 안의 점액을 묽게 하여 점액의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1) a, b, c         2) a, c        3) b, d          4) d          5) a, b, c, d 

 

 



- 67 - 

4. 고농도의 산소공급이 유발할 수 있는 증세를 고르세요. 

1) 심부전증  

2) 폐섬유종  

3) 지방색전증  

4) 기관지확장증  

5) 두부편도비대증 

 

5. 중추신경계의 호흡조절중추를 고르세요. 

1) 대뇌  

2) 소뇌  

3) 중뇌  

4) 척수  

5) 연수 

 

6. 호흡곤란환자를 편하게 호흡하게 하려면 어떤 자세를 고르세요. 

1) 심스위  

2) 절석위  

3) 파울러씨 체위  

4) 복위  

5) 배횡와위 

 

7.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의 기도흡인간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실시 전에 흡인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한다. 

2) 케테터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가 윤활시킨다. 

3) 카테터 삽입 중에는 흡인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4) 한 번에 15초 이상 흡인하지 않는다. 

5) 카테터를 회정시키며 빼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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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혈액성분을 고르세요. 

1) 섬유소원  

2) 혈장  

3) 혈소판  

4) 헤파린  

5) 헤모글로빈 

 

9. 뚜껑이 있는 소독용기를 사용하는 방법 중 틸린 것을 고르세요. 

1) 필요한 때에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덮는다.  

2)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 

3) 멸균된 것은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붓지 않는다. 

4) 뚜껑을 어디에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5) 용액을 따를 때는 조금 따라 버리고 쓴다. 

 

10. 겹자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겹자의 끝부분이 위로 향하게 든다. 

2) 겹자 사용시 허리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 

3) 소독 솜을 주고받을 때는 겹자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한다. 

4) 겹자 통에는 겹자를 한 개씩 넣어서 사용한다. 

5) 겹자 통에서 꺼낼 때는 겹자 끝의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11. 기관절개 환자에게 드레싱을 제공하는 목적을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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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관절개 환자에게 제공하는 흡입의 절차를 기술하세요 (흡입압과 

삽입해야 할 카테터의 길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세요). 

 

 

 

13. 흡인 시 환자의 자세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술하세요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에 대해 답해 주세요). 

 

 

 

 

14. 기관절개 환자에게 흡입을 제공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기술하세요.  

 

 

 

 

15. 끈을 교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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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 특성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 맞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연령 만 (           ) 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학년 (          ) 학년  

4. 이번에 제공한 간호 기술에 관한 시뮬레이션 간호실습 경험 

(병원 내 실습 경험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5-1. 위에서 시뮬레이션 간호실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기입해 주세요. 경험의 횟수 (병원 내 실습 경험 포함) 

 

(               ) 회 

5-2. 경험했던 시뮬레이션 간호실습의 

유형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고성능 환자 모형 ② 부분 모형 

③ 역할극 ④ 실제 환자 

⑤ 기타   

5-3. 위에서 시뮬레이션 간호실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기입해 주세요. 사전 연습의 횟수. 

 

(               ) 회 

6. 지난 학기 평균 간호전공 성적 ① A (4.0)이상 

② B
+
(3.3) 이상 

③ B
-
 (2.7) 이상 

④ 그 이하 

7. 지난 학기에 평균 간호실습 성적 ① A (4.0)이상 

② B
+
(3.3) 이상 

③ B
-
 (2.7) 이상 

④ 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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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지식 테스트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2학년용) 객관적 각 1점, 주관적 각2점으로 채점함.  

1. 2 

2. 4 

3. 3 

4. 4 

5. 4 

6. 2 

7. 4 

8. 5 

9. 4 

10. 5 

11. Heparin Lock을 통한 정맥 주사 투여 절차를 기술하세요.  각 0.2점 

① 손을 씻는다.  

② 투약카드를 보고 정확한 약물을 준비한다.  

③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대상자를 확인한다. 

④ 투약의 목적과 약물 효과, 주의사항,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⑤ 고마 마개 부분을 소독 솜으로 닦아 주사기를 연결한다.  

⑥ 잠금을 해제하고 주사기를 두르고 혈액의 역류를 확인한다.  

⑦ 약물이 든 주사기를 연결하여 천천히 주입한다. 

⑧ 통증이 없는지 확인한다. 

⑨ 생리식염수가 든 주사기로 flush한다. 

⑩ 간호를 마치고 손을 씻는다 

12.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기술하세요.  

혈종, 침윤, 일혈, 정맥염, 조직염, 주사부위 혈관 자극과 통증, 신경 

손상, 혈관 경련, 혈전성 정맥염, 혈전과 관련된 감염, 혈전증, 페혈증, 

페색전, 알레르기 반응, 속도 쇼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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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한 투약을 위한 5R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기술하세요. 

올바른 환자, 약물, 투여경로, 용량, 시간 

14. 어떤 환자에게 수액 2000ml를 24시간 동안 투여해야 한다. 이 경우 

1분간에 주입되는 drop수는 얼마인지 수액의 주입 속도를 계산하세요 

(1ml=20drops). 

2000×20÷(24×60)=27.77….  약 28drops/1min로 주입하면 된다. 

15. 50ml의 생리식염수에 용해된 항생제를 적하할 때 심장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시간을 얼마로 적하할지, 또한 그 때 몇 초에 

한 방울 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하세요(1ml=20drops). 

시간 약30분 

50×20÷(30×60)=0.55… 

1초에 0.55방울이기에 한방울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2초로 

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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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용) 객관적 각 1점, 주관적 각2점으로 채점함. 

1. 5 

2. 4 

3. 3 

4. 4 

5. 5 

6. 3 

7. 2 

8. 5 

9. 4 

10. 1 

11. 기관절개 환자에게 드레싱을 제공하는 목적을 기술하세요. 

감염 예방 

피부 보호 

12. 기관절개 환자에게 제공하는 흡입의 절차를 기술하세요 (흡입압과 삽

입해야 할 카테터의 길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세요). 각 0.2점 

① 손을 씻는다. 

② 대상자를 확인한다. 

③ 흡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④ 무균 세트를 열어 용기에 생리식염수를 담는다.  

⑤ 흡인기가 작동하도록 하여 장갑을 끼고 카테터와 흡인병을 

연결시킨다.  

⑥ 생리식염수로 흡인압을 확인한 다음에 압력을 주지 않고 삽입한다 

⑦ 흡인압은 110-120mmHg정도로 삽입한다. 

⑧ 카테터는 10-12cm정도 삽입한다. 

⑨ 삽입 후 압력을 주고 회전시키면서 빼는다. 

⑩ 잡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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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흡인 시 환자의 자세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술하세요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에 대해 답해 주세요). 

측위 

14. 기관절개 환자에게 흡입을 제공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기술하세요.  

기도 점막 손상, 출혈, 저산소 혈증, 부정맥이나 서맥, 두개 내압 항진, 

혈압의 변화, 기관지 경련, 무기폐, 감염 등 

15. 끈을 교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각 1점 

끈을 교환 시 튜브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양끝을 가볍게 당기어 고정 끈을 손가락 1~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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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교수자 평가 체크리스트 

(2학년용 교수자 평가 용지) 

2학년용: 내용 (정확하게 수행: 5 〜 미수행: 1) S/A  

1. 손을 씻었다. S  

2. 투약카드를 보고 정확한 수액을 준비하였다. S  

3. 날짜, 등록번호, 대상자 이름, 수액명, 용량, 주입속도가 적혀있는 

라벨을 수액백에 붙였다.  

S  

4. 주사기로 공기를 놓아 원활하게 바이알에서 내용물을 꺼냈다. S  

5. 꺼낸 내용물을 수액에 주입하였다. S  

6. 수액백의 고무마개를 소독 솜으로 닦은 후 원활하게 수액세트를 

꽂아 점적통의 ½ 정도를 수액으로 채웠다. 

S  

7. 원활하게 수액을 통과시켜 튜브의 공기를 빼낸 다음 조절기를 

잠그었다. 

S  

8.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였다. A  

9.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로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S  

10. 투약의 목적과 약물의 효과, 주의사항,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A  

11.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였다. S  

12. 침상 옆의 수액 걸대에 수액 백을 걸었다. S  

13. 잠겨 있는 고무 마개 부분을 소독 솜으로 닦아 주사기를 연결하였다. S  

14. 잠금을 해제하고 주사기를 두르고 혈액의 역류를 확인하였다. S  

15. 고무 마개 부분에 준비한 수액을 연결하였다. S  

16. 처방에 따라 주입액의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였다. S  

17. 수액 주입 부분에 통증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S  

18. 투여하는 수액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여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A  

19.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 주었다. S  

20.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였다. S  

21. 환자에게 문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A  

22. 간호를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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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용 교수자 평가 용지) 

3학년용: 내용 (정확하게 수행: 5 〜 미수행: 1) S/A  

1. 자신을 소개하였다. A  

2. 손을 씻었다. S  

3. 이름과 등록번호로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S  

4. 간호기술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A  

5. 무균 용기가 들어있는 세트를 열어 용기에 생리식염수를 담았다. S  

6. 흡인기가 작동하도록 하였다. S  

7. 양 손에 멸균장갑을 원활하게 착용하였다. S  

8. 곡반에 있는 카테터와 흡인병이 연결되는 흡인 라인을 원활하게 

연결하였다. 

S  

9. 비 우세손으로 흡인조절 부위를 잡고 우세손으로 흡인 카테터를 

잡은 후 윤활액인 생리식 염수에 담그었다가 빼면서 흡인기능을 

확인하였다. 

S  

10. 삽입 시에는 압력을 주지 않고 삽입 후에 압력을 주었다. S  

11. 카테터를 10-12cm정도 기관절개관 내로 삽입하였다. S  

12. 한번에 정확하게 삽입하였다. S  

13. 엄자와 검지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뺐다. S  

14. 카테터 삽입을 무균술로 시행하였다. S  

15. 카테터 삽입부터 흡인하는 시간은 10-1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S  

16. 흡인이 완료된 후, 절개관 주변에 있는 오염된 Y거즈를 

제거하였다. 

S  

17. 겸자를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다. 

S  

18. Y거즈를 원활하게 끼었다. S  

19.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였다. S  

20.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였다. A  

21. 환자에게 문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A  

22. 간호를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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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Teacher’s and Students’ Evaluations on OSCE 

Performance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Iikura, Atsu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h, Eunyoung, Ph. D., RN 

 

Th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has become one of the valid 

and efficient evaluation methods for clinical performance assessment in nursing 

education.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levels of clinical 

performance of the instructor and students according to the Bloom’s taxonomy, 

which includes knowledge, attitude, and skills. 

A total of sixty six sophomores and junior students in a nursing college in 

Seoul, Korea were contacted and recruited in the study. The OSCEs on intravenous 

(IV) injection for 28 sophomore students, and tracheostomy care for 38 junior 

students were designed and conducted in the nursing simulation center. Knowledge 

levels on the designed OSCEs were measured using the researcher developed 

knowledge questionnaires only by the students. The attitudes and skills on OSCE 

performance were evaluated by the students and the instructors using th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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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erformance checklists from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2.0 program using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Tukey-Kramar for the post-hoc text, Pearson’s correlation, and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For knowledge, the higher GPA of the previous semester was only significant 

factor of higher knowledge score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otal scores (t=-2.740, p= .008) and skill scores (t=-2.528, p= 0.014), 

but not in attitude scores. The students were found to evaluate their skills score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instructors. The students within lower grade, 

and having lower skill score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the students’ 

overestimation on their skill performance. In attitude scores, the students in higher 

grade significantly overestimated themselves (t=3.076, p= .003).  

Clinical performance assessment requires methodological validity and reliabilit

y for student to attain necessary clinical skills properly and efficientl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evaluation scores between students and the instructors provided

 an insightful feature that they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to each other, mandatin

g various assessment methods in nursing simulation evaluation.  

 

Keywords: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Nursing 

student, self-evaluation, teacher’s evaluation, Bloom’s taxonomy 

Student Number: 2012-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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