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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환자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뇨식이이며, 당

뇨식이는 제1형과 제2형 당뇨인 모두에서 꼭 이행해야만 하는

자가간호 중 하나이다. 당뇨인이 당뇨식이를 정확하게 철저히

이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간호사는 당뇨식이 이

행정도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함으로써 당뇨인이 당

뇨식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도 당뇨환자에게 당뇨식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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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이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뇨

인과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하

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 상의 임상실습은 일체의 실수가 용납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번 실제 환자를 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2000년 에 들어서

면서 간호교육에도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개발되고 있다(Seong, 2008; Yoo, 2000;

Yoo, Yoo, Park, & Son, 2002). 

표준화환자란 실제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환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당뇨식이

교육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 신 표준

화환자를 활용하는 것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표

준화환자를 활용하는 교육은 학습집단의 크기가 적어야 하므

로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는 많은 표준화환자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표준화환자와 면 면하여 학습

하면 상호작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복하여

학습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표준화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골관

절염 환자에 한 사정능력이 향상되었고(Bellamy et al., 1999),

의사소통기술과 상호협동기술도 향상되는 효과(Foley, Nespoli,

& Conde, 1997)가 있었다. 또한 표준화환자를 직접 면하여

학습한 그룹과 표준화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컴퓨터 기반 동

상으로 학습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임상수행능력과 지식에

한 효과가 동일하 다(Triola et al., 2006). 그러므로 당뇨식

이교육에 한 표준화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동 상 학

습자료로 개발하여 교육하게 되면 표준화환자와 면 면한 학

습효과와 동일할 뿐 아니라 학습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

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가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비용효과면에서도 경제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Abrahamson (Lee, 2000에 인용됨)은 임상수행능력 측정

에지식, 기술, 태도를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 는데(Kim,

Lee, Choi, & Lee, 2004),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임상수행능

력을 평가할때다수의연구에서지식측면(Bearnson & Wiker,

2005)과 기술측면으로는 임상수기능력(Bearnson & Wiker,

2005; Bellamy et al., 1999; Carter, Wesley, & Larson,

2006; Heine, Garman, Wallace, Bartos, & Richards, 2003;

Iramaneerat & Yudkowsky, 2007; Seong, 2008; Yoo, 2000)

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태도 측면으로는 의사소통능력(Carter,

Wesley, & Larson, 2006; Iramaneerat & Yudkowsky, 2007;

Seong, 2008; Yoo, 2000)을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뇨식

이교육에 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당뇨식이

지식과당뇨식이교육수행능력및의사소통능력을포함하여측정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내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임상수행능력으로 평가한 연구를

보면 인슐린 피하주사 실습교육(Seong, 2008)과 기본간호학

실습교육(Yoo, 2000; Yoo, Yoo, Park, & Son, 2002)뿐이며,

임상수행 평가에 한 연구로는 관절질환 간호사정(Yi et al.,

2007)과호흡기계임상수행능력평가도구의타당도검증(Choi,

Jang, Choi, & Hong, 2008)에 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학문이 임상수행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임을 감안할 때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방

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

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임상수

행능력을평가하는 교육이 요청된다.

의 생 469명에게 정신과 임상시험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만족도가 높았으나(Ben-

nett, Arnold, & Welge, 2006),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는 표

준화환자를활용하여학습하고, 평가한연구(Seong, 2008; Yoo,

2000)에서 임상수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졌으나 학습만

족도는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당뇨

식이교육 동 상 학습을 온라인 강좌로 자율적이고도 반복적

으로 학습하게 되면 1회 표준화환자를 면한 학습보다 간호학

생의 학습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표준화 환자

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이 임상수행능력과 더불어

학습만족도가향상되는지도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당뇨식이교육에 관하여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동 상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이 학습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간

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자 한다.

3. 연구 가설

제1가설: 표준화환자를활용한당뇨식이교육동 상학습을한

실험군은동 상학습을하지않은 조군보다당뇨식이교육수

행능력점수가높을것이다.

제2가설: 표준화환자를활용한당뇨식이교육동 상학습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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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은 동 상 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3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군은 동 상 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당뇨식이지

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4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군은 동 상 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표준화 환자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는 건강한 사람으로

서 실제 환자처럼 병력, 성격, 감정적 반응과 신체검사 결과를

연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Barrows, 1993)으로 본 연구에서는

60 초반 여성으로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내과진료 병력과

입원 시 혈당이 366 mg/dL이고, 당화혈색소가 10.2이며, No-

vomix 인슐린 주사를 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고, 당뇨식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끄러워 하는 반응과 함께 쾌활한 성격을 연

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뇨식이 동 상학습

본 연구팀이 개발한 당뇨 표준화환자사례 시나리오 로 표준

화환자1명을훈련시킨후간호사가표준화환자와상호작용하면

서 당뇨식이 이행을 사정하고, 당뇨식이를 교육하는 내용에

한20분동 상자료를온라인으로1주간수강하는것을말한다.

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과 판단 및 기술

을가지고유능하게기능할수있는능력으로(Barret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는 당뇨식이지식,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포함한다. 

4)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습에 있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 거나 학

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 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

태(Wolman, 1989, as cited in Im & Lee, 2008)로 본 연구에

서는 Yoo (2000)의 학습만족도 측정도구 24문항 중에서 10문

항을 발췌하여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동 상학습에 한 만족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 조군 사후 시차설계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부분은 사전조사가 불가능하고 일부

종속변수는 시험효과(testing effect)가 문제되므로 사후 실험

설계를 이용하 다. 실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군을

먼저 1주 후에 실험군을 측정하는 시차설계를 이용하 고, 또

한 조군의 서면동의를 받을 때 종속변수 측정내용과 방법에

해 비 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여 조군과 실험군의 상호교

류를 방지하 다. 

2. 연구 상

K 간호 학3학년학생을근접모집단으로하여108명전수

를연구 상으로하 다. 무작위 조군사후설계에서는표본수

가적으면무작위할당의경우에도실험군과 조군의특성이균

일하지못하다. 그러나표본수가커지면실험군과 조군의특성

이 균일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크게 잡았다. 두 집단의 배정은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

할당을하 으며, 실험군에52명, 조군에56명이배정되었다.

3. 연구 도구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동 상 학습자료 개발

(1) 당뇨 표준화 환자 사례개발

본 연구팀 중 당뇨환자간호 전공자 1명이 K 학병원 내과병

동 입원환자 1명, 외래환자 1명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심층면담하여사례의 초안을 구성하 다. 

(2) 당뇨식이교육시나리오개발

간호사가 표준화환자에게 당뇨식이 이행에 한 사정을 한

후, 이 SP에게 교육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 고, 사정과 교

육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술과 당뇨식이에 한 지

식도 포함되었다. 당뇨식이교육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위하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당뇨교육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

팀에서 수정, 보완하 다.

(3) SP와 교육자 훈련

SP는 K 학 병원의 내과 병동 근무경험이 많은 정년퇴임한

간호학생이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동 상학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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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서 사례환자와 연령, 체격 및 성품이 유사하 다. 교

육자인 간호사는 3년간 내과병동 근무경력과 3년간 조교경력

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표준화환자의 역할 또는 교육자

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당뇨식이교육 시

나리오를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

팀과 교육자 및 표준화환자와의 모임을 3회 갖고, 각각의 역할

에 한 연기연습을 하게 하 으며, 촬 전 연구팀이 점검 확

인하 다. 

(4) 동 상 촬

K 학 부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촬 하 다. 총 3

차 촬 을 하여 완성도를 높 다. 동 상 학습자료 수강은 20

분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수강하게하 다. 

2) 측정도구

(1) 당뇨식이교육수행능력

본 도구는 당뇨환자간호 전공자가 포함된 연구팀에서 개발

하 다. 개발된 도구는 당뇨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도구는 태도 2문항, 당뇨식이 사정 10문항, 당

뇨식이교육 13문항을 포함한 총 25문항 3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평가자

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자가 당뇨식이 이행정도와 교육경

험, 처방받은 칼로리, 교환식이, 6군의 섭취 및 지방섭취 정도

를 사정했는지, 식이요법의 필요성, 6군의 섭취단위와 교환식

이의 활용, 고지방 음식, 지방섭취와 합병증관련성, 단음식 섭

취 제한, 음식조리방법, 저혈당 예방, 음식선택에 하여 교육

했는지를 관찰하여 각 항목마다 잘함, 부족함, 안함으로 표기된

칸에 체크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Yoo (2000)가 전문가 타당도의 검증을 거친 교육프로토콜을

근거로개발한의사소통능력평가도구를이용하 다. 이도구는

5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못함 1점, 조금 못함 2점, 보통 3점,

조금 잘함 4점, 매우 잘함에 5점을 부여하 다. 본 도구는 점수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는 환자

에 한 자신의 소개, 교육 시 따뜻하고 전문적이며 최선을 다

하는 모습,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사용, 환자의 반응과 요

구에 적절한 피드백 제공, 환자에게 교육의 종료를 알렸는지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Yoo (2000)와 Seong (2008) 그리

고 Yoo 등(2002)의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하 으나, 모의측정을 했을 때 20분간 연구 상자(간호학생)

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평가자에게는 부담이

되어본연구에서는연구 상자가직접자신을평가하도록하

다.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다.

(3) 당뇨식이 지식

본 도구는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관련내용을 토

로 당뇨환자간호 전공자가 포함된 연구팀에서 개발하 다.

이 설문지 내용은 동 상학습자료와 연관된 1,600 Kcal 당뇨

식이에서 허용되는 6군의 단위 6문항, 단위별 목측량 12문항,

교환단위의 활용 6문항, 일반적 원칙 8문항, 지방제한 음식 10

문항, 저혈당 예방을 위한 간식 2문항, 외식 시 음식선택 6문

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신뢰도

에 문제가 있는 3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7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 상자는 당뇨식이지식 설문지에 O, X로 응

답하 고, 맞는 답은 각각 1점으로 평가하 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당뇨식이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

구에서 KR-20은 .57이었다.

(4) 학습만족도

Yoo (2000)의 학습만족도 측정도구 24문항 중에서 10문항

을 발췌하여 이용하 다. Yoo (2000)의도구에서 제외된 14문

항 중 13문항은 한 학기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여야만 평가

가 가능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1문항은 본 연구에서 중

복되는 질문이므로 제외하 다. 발췌된 10문항은 본 연구의 특

성에 맞게 각 문항마다 당뇨식이교육을 삽입하여 수정하 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주로 그렇다 4점,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 다. 본 도구에 연구 상자가 직접 자가보고형식으로

응답하 다. 점수가높을수록학습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

고본 연구에서는.90이었다.

4. 연구 진행 절차

1)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표준화환자 훈련

동 상 촬 을 위한 표준화환자와 별도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사례 시나리오 환자와 연령 가 비슷한 표준화환자 5명을

선정하 다. 훈련을 위해 표준화환자 희망자와 본 연구팀이 4

회 모임을 가졌다. 1차 모임에서 사례 시나리오를 주고 사례의

제반 특성을 설명하고, 사를 외우도록 하 다. 2-4차 모임에

서 본 연구팀과 실제 연기를 하면서 표준화환자의 역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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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를높여나갔다. 표준화환자총 훈련시간은4시간이었다.

2)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자 훈련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자는 5명으로 임상경력은 모두

3년 이상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었다. 측정자 간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해 3차의 모의측정을 하 다. 1차 모의측정은 동

상을 보면서 수행능력을 측정하게 하 고, 2차 모의측정에서

는 5명 평가자의 측정방법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구자중1인은표준화환자의역할, 1인은간호사역할을하게하

여 5명의 평가자가 채점을 하 다. 모의측정 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여 측정방법이 일치되도록 수정하 다. 3차 모의

측정에서는 준비된 표준화 환자 5명에게 K 학 4학년 학생 중

지원자 5명이 당뇨식이교육을 하는 것을 5명의 평가자가 측정

하게 하 다. 5명의 관찰자 간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ICC)는 ρ=.79로 관찰자 간 신뢰도는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실험처치

실험군과 조군에게 당뇨환자간호의 식이요법에 한 강의

를 한 다음 1주일 후 다음 강의시간에 표준화환자를 상으로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가 있음을 공지하 다. 조군의

경우 1주일간 준비시간을 주었고, 실험군의 경우 조군의 당

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자료수집 후에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

뇨식이교육 동 상을 온라인 강좌로 1주일 동안 자율적으로 수

강하게 하 다. 

4) 자료 수집

(1) 당뇨식이교육수행능력 평가

수행능력 평가가 있음을 공지한 1주일 후 사후 조사하 다.

수행능력 평가실은 5개의 소규모 PBL교육실을 사용하 다. 각

방에는 환의를 입은 표준화환자와 가운을 입은 평가자가 앉아

있었고, 당뇨식이 교육 식품모형과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측

정도구 및 종을 비치하 다. 학생은 5개 평가실 중 1개 평가실

에 들어가도록 하 다. 각 평가실 문 앞에는 표준화환자에 한

간단한 소개를 게시하여 평가실로 입실하기 전에 읽도록 하

다. 수행능력 평가는 한 학생당 20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

분이 지나면 평가자가 종을 치도록 하 다. 평가자는 연구 상

자들이 당뇨식이를교육하는 동안 수행능력을평가하 다.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는 실험군과 조군 각각 오전 9

시부터 12시 50분까지 총 3시간 50분 동안 하 는데, 평가자 1

인당 10-12명을 평가하 고, 1시간 30분 평가 후에 3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는 Hwang, Lee와 Baik (2001)이 임상

수행평가를 할 때 피로감이 평가의 신뢰도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오전, 오후에 각 각 10명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

고, Wang, Yang, Chen, Lue과 Yang (2004)은 일관성 있는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4시간 이상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하여 이를 근거로 하 다. 

복도에는 연구진행요원 2명이 평가응시자와 종료자 간에 상

호의견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를 관리하 고, 기

실에 연구진행요원 1명을 배치하여 응시 기자가 평가종료자

와 상호의견교환하지 않도록 격리하 다. 복도와 기실의 연

구진행요원은 평가응시자가 평가실로 이동하는 과정도 관리하

다. 

(2) 연구 상자 제 특성과 종속변수 측정

조군과 실험군 모두 수행능력을 평가받은 다음 자료 수집

실로 이동하여 의사소통 능력, 당뇨식이 지식 및 학습만족도에

한 설문지에 자가 응답을 하 다. 1개 PBL 교육실을 자료수

집실로 사용하 으며, 연구진행요원1명이 관리하 다.

또한 자료 수집 시 연구 상자와 수행능력평가자 및 설문지

자료 수집자 모두 실험군과 조군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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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tandardized patient; CG=control group; EG=experimental group.

2007

Jan.-Feb. Mar.-Apr. May.-Jun. Jul.-Aug. Aug. Sep. Oct.

1st wk 2nd wk 3rd wk 4th wk

Analysis Development Training the  Studio Training Training Classroom Measurement Online class Measurement
of cases of case SP (n=1) recording the SPs evaluators lecture of of general by the of general

scenario and educator (n=5) for (n=5) for DM diet characteristics multimedia characteristics
(nurse) before evaluation clinical and dependent learning and dependent
videotaping competency variables program variables

in CG in EG

Figure 1. Research process.



모르게 하는 이중기 장치를유지하 다. 

연구진행절차는Figure 1과 같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 9.1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2 검정과 t-test를 이용하

고, 가설 검정은 모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하므로 모수통

계인 t-test를 이용하 다.

6. 윤리적 고려

첫째, 본 연구계획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KMC IRB 0737-01).

둘째, 실험군과 조군모두에게당뇨식이교육수행능력평가

점수와 모든 설문지의 결과점수는 성적에 반 하지 않고, 단지

수행능력 평가 참여여부와 당뇨식이동 상의 수강여부만이 성

적에 반 함을밝혔다. 

셋째, 수행능력 평가가 종료된 후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 온라인 강좌는 학

기말고사 전 약 2개월간 수강할 수 있도록 하 다. 

넷째, 표준화환자와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자는 자율

의사에 의하여 참여하 으며, 연구 참여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1. 실험군과 조군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제변수의동질성

검정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종교 및 경제수준

과 외생변수인 간호교육의 만족도, 간호학문에 한 긍지, 

인관계능력 및 가족구성원의 당뇨병 유∙무를 비교한 결과 모

든 특성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

과 조군이 동질함을확인하 다(Table 1).

2. 가설 검정

1) 제1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

군은 동 상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당뇨식이교육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당뇨식이교

육 수행능력점수는 평점 2.13점인 반면에 조군은 1.51점이었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t=-10.05, p<.001) 제1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2) 제2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

군은 동 상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

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의사소통 능력점수는

평점 3.73점인 반면에 조군은 3.35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t=-3.00, p=.0003) 제2가설은 지지되었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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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ot applicable

Experimental Control 
group group

(n=52) (n=56)Variables 2/ t p

n (%) or n (%) or 
Mean±SD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ge (yr) 21.5±2.16 21.4±1.92 -0.20 .838

Religion Christian 19 (36.54) 23 (41.07) 0.23 .890
Buddhist 7 (13.46) 7 (12.50)
None 26 (50.00) 26 (46.43)

Economic Upper - - 0.46 .514
status Middle 49 (94.23) 50 (90.91)

Lower 3 (5.77) 5 (9.09)

Satisfaction with 2.38±0.63 2.48±0.71 0.75 .455
nursing 
education

Pride in nursing 2.17±0.68 2.32±0.72 1.10 .272

Interpersonal 2.44±0.75 2.52±0.69 0.55 .587
skills

Family history Yes 13 (25.00) 10 (17.86) 0.82 .365
of DM No 39 (75.00) 46 (82.14)

DM=diabetes mellitus. DM=diabetes mellitus.

Experimental Control
(n=52) (n=56)Variables t p

Mean±SD Mean±SD

Educational skills 2.13±0.32 1.51±0.32 -10.05 <.001
for DM diet

Communication skills 3.73±0.69 3.35±0.63 -3.00 .003
Knowledge of DM diet 39.94±3.06 36.61±3.17 -5.55 <.001
Learning satisfaction 4.06±0.53 3.84±0.64 -1.89 .062

Table 2. Mean Differences of the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3) 제3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

군은 동 상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당뇨식이지식 점수

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당뇨식이지식 평가점

수는 실험군에서 39.94점인 반면에 조군은 36.61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t=-5.55, p<.001) 제 3가설

은 지지되었다(Table 2).

4) 제4가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을 한 실험

군은 동 상 학습을 하지 않은 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학습만족도 점수는 평점

4.06점이고, 조군은 3.84점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없어(t=-1.89, p=.062) 제4가설은기각되었다(Table 2).

논 의

1. 동 상 학습의 효과

간호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려면 임상간호 실무수준이 향상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의 이론과 실무가

연계된임상수행능력을준비시키기위한교육-학습방법이요구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당뇨식이 동

상학습자료를개발하고, 이동 상학습의효과를기술, 지식,

태도 측면에서 간호학생의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의사소통능

력, 당뇨식이지식, 학습만족도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 다.

그 결과 강의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

학습을 한 실험군은 강의만 받은 조군보다 당뇨식이교육 수

행능력점수가 높았다. 간호학생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하

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도(Seong, 2008; Yoo,

2000; Yoo et al., 2002) 임상수행능력점수가 높았음이 보고

되어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간호교육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

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 표준화환자의 활용을 확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나 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간호가치관 확립이 된 경우에서 임상수행능력도

높았음을 보고한 연구(Cho, 2005; Kim, Yi, & Yang, 2005)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동질성을 규명하 으므로 실

험효과에 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학습은

연구 상자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 다. 이

러한 실험처치는 Carter 등(2006)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 다.

이 연구에서 의 생이 말초혈관장애 하여 강의받은 후 하지

통증 표준화환자와 면한 집단(A)과 하지통증 표준화환자를

먼저 면한 다음에 강의받은 집단(B)으로 나누어 학습하게 한

다음 신체사정 수행능력을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평가한 결

과 A집단이 B집단보다 임상수행능력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동 상학습을 한 실험군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

가 높은 것은 의 생을 상으로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골관절

염환자사정에 한 비디오테이프 시청(Bellamy et al., 1999) 그

룹과 음주사정에 한 웹모듈 그룹(Lee et al., 2008)에서 강의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결과와 같았다. 이와 같이

표준화환자를 활용하는 교육은 임상수행능력을 요구하는 학문

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강의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

학습을 한 실험군은 강의만 받은 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

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Yoo (2000)와 Yoo 등(2002) 그리

고 Seong (2008)의 연구와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

자 자신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 지만 당뇨식이교육을 수행

할 때 표준화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동 상학습

을 한 실험군은 동 상과 같이 당뇨식이교육을 수행하려고 노

력하 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에 한 점수를 높게 부여하

고, 조군은 표준화환자와 면하여 어떻게 사정과 교육을 이

끌어나갈지 막막한 경험을 했기에 의사소통능력점수를 낮게

부여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학습은 연구 상자들이 이론 강의를 듣

고 난 후 온라인으로 수강하 다. Carter 등(2006)도 강의 받

은 후 표준화환자와 면한 집단이 표준화환자를 먼저 면한

다음에 강의받은 집단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았음을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여 강의를 먼저하고 나서 표준화환자

를 면하는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강의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

학습을 한 실험군은 강의만 받은 조군보다 당뇨식이지식 점

수가 높았다. 간호학문 분야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한 연구에서 임상수행

능력이향상되는지는연구하 으나(Choi et al., 2008; Seong,

2008; Yi et al., 2007; Yoo, 2000; Yoo et al., 2002) 지식이

향상되는지를 검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와 본 연

구 결과를 비교하여 고찰할 수는 없으나, 웹기반 인공호흡기 실

무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학습한 간호학생은 조군보다 인공

호흡기 관련 지식이 높아졌다는 연구(Yang, 2006)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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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당뇨식이지식 측정도구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 동 상 학습자료에서 다루어진 1,600 Kcal 당뇨

식이에 한 지식을 측정하 다. 그러므로 동 상을 수강한 실

험군은 당뇨식이 6군과 각 군에서 허용되는 단위의 수뿐만 아

니라 1교환단위별 목측량,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 교환단위

의활용, 저혈당예방을위한간식등에 하여음식모형을가지

고 교육하는 것을 시청하 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되어 강

의만 받은 조군보다 당뇨식이지식점수가 높아졌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강의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강의만 받은 조군보다 학습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

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 연구

(Yoo, 2000; Yoo et al., 2002)와 인슐린 피하주사 실습교육

에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연구(Seong, 2008)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높아졌으나, 학습만

족도는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평가 후에 측

정하 다. 따라서 실험군은 당뇨식이 동 상학습을, 조군은

강의에 한 학습만족도를 평가했다기보다는 두 집단 모두 표

준화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능력평가에 한 학습만족도를 평

가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험군과 조군의

학습만족도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두 집단 모두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평가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학습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동 상학습

에 한 학습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추후연구에서는 임상수

행능력평가를 하기 전에 학습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

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태도측면에서 학습만족도만

을 평가하 는데 추후연구에서는 당뇨식이교육 자기효능을 실

험 전후로 측정하여 자기효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임상수행능력평가를 반복

하여 적용할 때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Choi 등(2008)은 임상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간

호학생이 만족도 측정에서 내용의 적절성(4.48±0.56점)과 유

용성(4.48±0.56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다음에도 수

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의향(3.48±0.46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낮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표준화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임

상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것은 매우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느끼

고는 있지만 임상수행능력평가를 받을 때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나

라보다 일찍이 임상수행능력시험을 보기 시작한 미국의 의

생들에서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지 않는 시험보다는 활용하는

임상수행능력시험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Bennett et al., 2006),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임상수행능력시험 시 불안은 객관식 시

험의 불안과 차이가 없다고 하 다(Reteguiz, 2006). 그러므로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도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익숙해지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

된다. 

2. 임상수행능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환자가 아닌 훈련된 평가자가 임상수

행능력을 평가하 다. 표준화환자가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응시 학생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따라서 표준화환자의 점수 판

정에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고(Heine, Garman, Wallace, Bar-

tos, & Richards, 2003), 평가 상학생과 표준화환자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음도(Basco, Lan-

caster, Gilbert, Carey, & Blue, 2008) 보고되었다. 그리고 6

명의 표준화환자 사이에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Iramaneerat & Yudkowsky, 2007)도 있다. 또

한 표준화 환자의 임상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전문가의 평가점

수보다 높았고(Chipman, Beilman, Schmitz, & Seatter,

2007; McLaughlin, Gregor, Jones, & Coderre, 2006), 전

문가의 평가점수는 객관식 시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표준화환자 평가점수는 객관식 시험성적을 예측하지 못하 다

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McLaughlin et al., 2006).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에서 표준화환자의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문제

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환자가 평가자로

서 활용이 되려면 10시간 이상의 체계화된 훈련이 필요하나

(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4시간만 훈련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환자가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훈련된 전문가만이 평가를 하 다. 

임상수행능력 평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자 간 일

관성과 평가자 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자

내 일관성보다 평가자 간 일관성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Chipm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 5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3차 모의측정을 하 고, 측정자 간 신

뢰도도 확인하 다. 추후 임상수행능력 평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화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비디오테이프에 녹

화하여 평가하는 방법(Park et al., 2007)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보며, 평가자내일관성과평가자간일관성을유지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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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의 개발과 평가자 훈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본다.

Im과 Kim (2005)의 연구에서 평가일을 2일에 나누어 시행

했을 때 사전에 평가문제에 한 비 을 지킨다는 약속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평가일에 평가받은 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본 연구의 상자

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평가문제인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을 평가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수행능력평가점수가성적에 반

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수행능력평가에 참여 유무가 성적에

반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측정한 실

험군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리라

고 생각된다. 

Wang 등(2004)은 레지던트를 표준화환자로 하 을 때 의

생의 72%에서 레지던트가 교육자로서의 향을 주지는 않는다

고 하 는데, 68%에서 레지던트 표준화환자를 진짜환자로 생

각하 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표준화환자는 건강인을 훈련

시켜서 환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교육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본 연구에서도 동 상학습자료를 위한 표준화환자는 전직간호

사를, 반면에 수행평가에 필요한 표준화환자는 일반인을 상

으로 훈련시킨 결과, 일반인을 표준화환자로 활용하는 것에

한 어려움을 체험하 다. 그러므로 사례환자에 하여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을 표준화환자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Triola 등(2006)은 간호사, 의사 등 의

료인 55명을 상으로 실제 표준화환자와 컴퓨터 기반 가상환

자로 나누어 진단능력과 안위증진 및 간호 등을 검정한 결과 효

과가 동일하 음을 보고하면서 컴퓨터 기반 가상환자를 개발

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라고 하 다. 따라서 표준화환자 개발

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처치로 당뇨식이교육 동 상

을 온라인 강좌로 1주일 동안 자율적으로 수강하게 하 으므로

수강횟수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수강횟수에 따른 실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실험처치는 정규 교육방법의

일환이므로 연구 상자의 참여의사는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

정할 수 없었다.

본연구결과와제한점을근거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학습의 효과를

태도측면에서규명하는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 상 온라인 강좌의 수강횟수에 따른 실험효과를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자 간 일관성을 유지하

는 효율적인 방법에 한 개발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교육에 한

동 상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동 상학습이 간호학생의 당뇨

식이교육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당뇨식이 지식, 학습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학습을 한 실험군의

당뇨식이교육 수행능력 점수, 의사소통능력 점수 및 당뇨식이

지식점수는 조군보다 높았고, 학습만족도는 조군보다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당뇨식이 동 상학습은 간

호학생의 학습만족도를 높히는데는 다소 미흡하 지만,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검증하 으므로 간

호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동 상 학습자료를 확 개

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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