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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elf-assessment is important for learning. But, the reliability of self-assessment has long been questioned. We investigated
this problem in a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setting. 
Methods: Forty third-year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OSCE were given the same checklist that was used for assessment
by the examiners after they finished the OSCE. Then, the scores that were calculated by the examiners and examinees were compared,
measuring the average, correlation, difference in score between examinee and examiner, difference in score according to the 
examinee's level, and Z-score. 
Results: Scores that were made by the examine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examiners (average 72.34 vs. 64.03),
between which there was a loose positive correlation (r=0.34).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creased (r=0.62) when a difference in
score (examinee-examiner) was compared with the examiner score. When examinee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ir
scores, the difference tended to become less as the scores of examinee rose. When the Z-score was compared with the level 
of the examinee, examinees who had higher scores evaluated themselves lower than the examiners, and examinees with lower 
scores assessed themselves higher than the examiners. 
Conclusion: According to comparison of averages or correlation analysis, self- assessment by the examinee appeared to be less
reliable. But when data were analyzed using difference in score, examinee levels, and Z-score, a certain tendency developed. This 
pattern may be due to the heterogeneity of the examinee group. Selection of appropriate analysis methods might be important 
to estabilish the reliability of self-assessment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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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기 수행능력에 대한 수험자의 자기평가는 자신의 강

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보완 할 수 있는 계기

가 된다. 그러나 수험자의 자기평가와 평가자에 의한 평가 사

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상실기 교육에서 자기평가 관련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

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교수평가, 동료평가, 

수험자의 자기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상관성, 정확성 및 타당

도 등을 보는 연구가 있다[1,2,3]. 이와 더불어 자기평가 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즉 평가자 평가와 수험자의 자기평

가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도 있다[4,5].

  많은 연구에서 연구방법상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수 비교를 위해 같은 척도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평가자는 평가자대로, 수험자는 수

험자대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자와 수험자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예, 

1=매우 잘못했다 … 4=매우 잘했다) 평가자와 수험자는 수행

능력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평가자가 주

는 1점이 수험자가 자기평가에서 주는 1점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각 척도에 자세한 설명을 붙임

으로써 주관적인 변수를 줄이고자 하기도 한다[6].

  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

mination, OSCE)은 실기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도구로 인정이 되고 있다. 만약 

평가자와 수험자로 하여금 동일한 체크리스트(채점표)를 가

지고 채점을 하도록 한다면, OSCE는 평가자 점수와 수험자

의 자기평가 점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OSCE 체크리

스트가 포괄적인 척도(global scale)에 의한 채점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설

계된 경우에는, 평가자와 수험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채

점을 하게 되므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준

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OSCE 실시 직후에 시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수험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

로 채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평가자 점수와 비교함

으로써 수험자가 자기를 평가한 점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정의 임상실습을 마친 일개 대학의 간호과 3학년 학생 40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같은 날 총 7개의 간호

수기 스테이션으로 구성된 OSCE를 보았으며, 평가 문항은 

혈압측정, 무균술,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항생제주사 준비, 인

슐린주사 준비, 간호력 작성, 산소요법의 7개의 간호수기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행동을 

‘했다, 안했다’로 표시하는 이분법적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

고, 포괄적인 척도는 사용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그 자리에서 시험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수험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체크리스트

를 보고 자신이 시험에서 수행한 대로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

평가 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기위해 paired t-test를 하였다. 

평가자와 수험자의 평가 점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로 확인하였다. 또한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수 차이를 평가자 평가 점수와 비교하였다. 성적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평가자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수

험자의 성적을 상위, 중위, 하위의 세 그룹으로 3등분하여 같

은 비교를 하였다. 평균점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를 보

기 위해서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를 사용하여 Z 점수를 구하

고, 이를 학생들의 성적 그룹별로 비교하였다. Z 점수는 7개

의 모듈에서 각각 Z=(원점수-평균)/표준편차의 공식에 따라

서 각 모듈의 Z 값을 구한 다음 이를 모두 더하였다. Z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

에 따라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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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ores Assessed by Examiner and Examinee

Skill (module) Assessment Mean (SD) Difference Degree of freedom t-value p-value

Blood pressure
Examiner 66.25 (12.90)

 -6.75 39 -3.90 0.000
Examinee 73.00 (11.92)

Aseptic technique
Examiner 70.23 (16.21)

-17.73 39 -6.86 0.000
Examinee 87.95 (10.37)

Skin test
Examiner 64.17 (14.52)

 -3.33 39 -1.39 0.173
Examinee 67.50 (14.47)

Antibiotics injection
Examiner 50.91 (15.79)

-11.59 39 -5.25 0.000
Examinee 62.50 (14.14)

Insulin injection
Examiner 55.00 (13.18)

-10.83 39 -3.46 0.001
Examinee 65.83 (15.31)

History taking
Examiner 74.82 (12.21)

 -2.50 39 -1.05 0.303
Examinee 77.32 (11.76)

Oxygen therapy
Examiner 66.82 (16.28)

 -5.45 39 -2.69 0.010
Examinee 72.27 (14.26)

Total mean
Examiner 64.03 ( 7.42)

 -8.31 39 -6.42 0.000
Examinee 72.34 ( 6.85)

SD: Standard deviation.

Fig. 1. Correlation between Scores Assessed by Examiner and 
Examinee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수 총점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평가자 평가의 총점 

평균은 64.03점, 수험자의 자기평가 총점 평균은 72.34점으로 

수험자의 자기평가 평균점수가 8.31점 더 높았다(p=0.00). 각 

수기별 차이는 Table 1과 같다.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수는 양의 상관

관계로(Fig. 1), 평가자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수험자의 자기

평가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상관계수는 높지 않

았다(r=0.34, p=0.03).

  평가자 평가 점수와 양자 간의 점수 차이(수험자의 자기평

가 점수-평가자 평가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

로(Fig. 2) 점수를 그대로 비교했을 때보다 양자 간의 점수 차

이를 구해서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가 더 높아졌다(r=-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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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Differences in Scores (Examinee- 
Examiner) and Scores Assessed by Examiner

Fig. 3. Analysis of Raw Score: Differences in Scores (Examinee- 
Examiner) According to the Level of Examinee

Fig. 4. Analysis of Z Score: Differences in Scores (Examinee- 
Examiner) According to the Level of Examinee

p=0.00).

  양자 간의 점수 차이를 평가자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

에 따라 상위그룹(13명), 중위그룹(13명), 하위그룹(14명)으

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는 성적이 높을수록 양자 간의 점수 차

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3).

  평가자 평가 점수를 사용하여 Z 점수를 구하고, 이를 수험

자들의 성적 그룹별로 비교하였을 때 상위그룹은 평가자가 

평가한 것에 비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위그룹은 평가

자가 평가한 것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간그룹은 차이가 적었다(Fig. 4).

  자기평가는 수험자 본인이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7]. 자기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

히 평가하는 능력은 성인 학습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적 모

델이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8]. 

이러한 자기평가능력은 모든 보건의료 전문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9]. 

  자기평가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이에 관

한 연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자기평

가의 정확성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OSCE

를 실시한 후 수험자에게 시험에 사용한 동일한 체크리스트

를 주어 자신이 수행한 대로 평가하도록 하여 자기평가를 실

시하고, 수험자들이 평가한 점수와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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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수의 평균을 서

로 비교했을 때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았으며(r=0.34), 

Morton & Macbeth[3]가 보고한 수험자의 자기평가와 평가

자 평가 간의 상관계수(r=0.32)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평가자 

평가를 황금기준(gold standard)으로 했을 때 수험자의 자기

평가가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이며, 자기평가 결과

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1,8,10,11,12,13].

  자기평가가 부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평가자는 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반면, 학생은 자신에 대

한 인식이나 자신의 능력 수준을 표현하기 때문[1], 평가자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평가하지만, 학생은 오직 자신 한 사

람만 평가하기 때문[8], 평가자와 수험자의 평가지 형식이 다

른 것[10], 수험자들은 자신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모르며 지

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11,12], 자기기만(self-decep-

tion), 과도한 자신감, 좀 더 자신을 잘 보이려는 의식적인 시

도 등의 요인[13]을 들고 있다.

  또한 서열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단계는 비록 그것이 1, 

2, 3, 4…와 같은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소의 서열만 나타내고 있을 뿐” 평가자 간에 각 단계에 대한 

수량적 개념이 같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

에서 평가자와 수험자가 같은 척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평가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제한을 넘어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척도(예컨대 표준점수 척도)로 환

척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서열척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체

크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평가자와 수험자가 서로 다른 기준

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오류는 피했다고 볼 수 있

다.

  수험자의 자기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할 때는 평가자 

평가를 황금기준으로 삼지만, 평가자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

다. Regehr et al. [8]은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했을 때 평

가자 간의 일치도가 0.7이었으며, 평가자 평가와 수험자 평가 

간의 상관계수(0.43)를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가지고 교정을 

했을 때는 상관계수가 올라갔다(0.58)고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평가자 평가 점수보다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

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수험자가 자신을 과대평가 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들과 일치한다[9,15].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기 성적을 과대평가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

다[2,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모두 여학생이어서 성별 간

의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런데 서로 평균을 비교하는 대신 평가자 평가 점수와 양

자 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는 분명한 음의 상관관계로, 

평가자 평가 점수가 높아지면 양자의 차이는 낮아지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r=-0.62). 즉,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스스로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비슷한 선행 연구를 보

면 Nathan[5]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을 비교했을 때는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

가 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지만(r=0.21), 차이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높게(r=0.72) 나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평가자 평가 점수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점

수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수험자의 

자기평가가 부정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를 다시 양자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비교했을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져

서 수험자의 자기평가가 부정확한 것만은 아니며 일정한 경

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평가자에 의한 평

가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

험자 자기평가의 정확성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수험자

가 균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평가자 평가 점수를 기준

으로 성적에 따라 상위그룹(13명), 중위그룹(13명), 하위그룹

(14명)으로 나누어 양자 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성적

이 높을수록 양자 간의 점수 차이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룹 간의 차이를 표준화한 Z점수(원점수-평균/표준

편차)를 구하여 비교한 결과, 상위그룹은 평가자에 비해서 과

소평가하고 하위그룹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간

그룹은 차이가 적었다.

  Kruger & Dunning[12]은 하위그룹의 학생은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Woolliscroft et al. [16]

은 학생들의 임상수기에 대한 자기평가는 평가자 평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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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낮다고 하면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기를 과대평

가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은 자기를 과소평가한다고 하였다. 

Hodges et al. [17]은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하위

그룹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상위그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Huh et al. 

[18]도 상위그룹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위그룹은 과대평

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들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발견

이 된다. 소아과의사,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의 세 전문가 그

룹의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비교한 결과 하위(25% 이하)그

룹은 자신을 동료평가보다 높게, 상위(75% 이상)그룹은 자기 

자신을 동료평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9].

  결국 평가자 평가와 수험자의 자기평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이 결과만을 가지고 수험자의 자기평가가 부정확하

다고 할 수는 없다. 수험자의 자기평가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

고, 이는 수험자들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드백을 통한 교정의 과정 없이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단순히 실기평가를 반복 수행하는 

것으로는 임상술기가 향상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11]. 그러므로 수험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자신

의 임상수행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해주

어야 한다[16]. 그러나 수험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평가의 

경향이 다르므로, 피드백 방법도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험

자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피드백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

가 있을 것이다. Hodges et al. [17]은 전공의들로 하여금 표

준화 환자를 상대로 나쁜 소식 전하기를 하도록 한 후 자기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4가지 수준의 비디오를 

시청하게 한 후에 다시 자기평가를 하게 했을 때 상위그룹의 

전공의들은 평가가 더 정확해진 반면 하위그룹의 전공의들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Gruppen et al. [20]은 학기 초에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수

기 중 자신이 있는 항목과 자신이 없는 항목을 등급을 매기도

록 한 후 학기 말에 학생 스스로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할애했는

지를 조사하여 서로 상관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즉, 학생

은 자기가 어떤 임상수기에 취약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는 수험자에게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피드백해 주

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공부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고

안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구분하여 평가자 

평가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간의 차이를 본 결과 수험자가 하

나의 단일한 그룹이 아니고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성적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자기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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