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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delivered patient counseling education and administered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by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SP) in Introductory Pharmacy Practice course. Surveys
were conducted to examine students’ perception of SP and its impact on experiential education. Methods: Students learned patient
counseling by didactic lecture and role-play, followed by hands-on practice with SP. Then, patient counseling skills were assessed
during OSCE by utilizing SP.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OSCE, and the second survey after the completion of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PPEs).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s, majority of the students agreed that utilizing SP was
effective in building confidence for conducting patient counseling, reflecting 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reparing for PPEs. It was particularly more effective than role-play in simulating patient counseling in a real pharmacy and
reflecting on oneself. Also, OSCE was an appropriate method to assess patient counseling skills and utilizing SP for this purpose was
well-suited. Conclusion: Although it is very new in South Korea,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widely utilizing SP, and its
importance and necessity have been proven by several studies. Therefore, Korean colleges of pharmacy should begin discussing
how to utilize SP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s skills and implementing OSCE to evaluate those skills.
KEYWORDS: Standardized patients,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patient counseling, pharmacy education

약사의 임상활동에서 중요 업무 중 하나인 복약상담을 수행

다.3) 표준화 환자는 동료 학생이나 교수자에 비해 환자를 보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이 필요하다.1-2) 특히

다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의

실무실습에서 실제 환자를 대면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러한 기

사 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3-6)

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와 올바르게 소통

따라서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기초약무실습에서 표준

하고 상호 작용하는 법을 교육하고 평가하기 위해 해외 약학

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교육 및 OSCE (Objective Structured

대학에서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를 활용하고 있

Clinical Examination,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를 실시하고
해당 교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실무실습 완료 후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교수법이 실무실습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다. 국내에서는 일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약학대학
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준화 환자는 시나리오
속 캐릭터를 묘사하도록 훈련을 받고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때 일정한 퍼포먼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

*Correspondence to: Minku Kang,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5338,
Republic of Korea
Tel: +82-63-290-1672, Fax: +82-63-290-1561, E-mail: mkang@woosuk.ac.kr

8

약학대학 학생들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교육 및 OSCE에 대한 인식 / 9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연구로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
되었으며 학교 내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IRB
number: WS-2021-9).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은 2021년 1학기
에 5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기초약무실습에서 복약상담 교
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복약상
담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우고, 역할극을 통해 복약상담을
연습했다. 세 명의 학생이 팀을 만들어 각각 약사, 환자, 그리고
관찰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았고, 관찰자는 복약상담 평가 루
브릭을 바탕으로 약사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했
다. 그런 다음 지역 연기학원 강사로 구성된 표준화 환자를 활
용하였다. 기초약무실습은 분반으로 진행되어 각 반마다 학생
들이 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4명의 연기자를 섭외
하여 각 조에 배정하였고,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연기자와 1:1로
복약상담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들
의 복약상담 수행 능력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간으
로 제공하였다. 기초약무실습의 기말고사는 2021년 6월 17일
에 OSCE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 6명의 연기자를 섭외
하였다. OSCE 2주 전 연기자들에게 복약상담 시나리오를 제
공하였고, 교수자가 표준화 환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OSCE 당
일 6개의 스테이션에 6명의 연기자를 각각 배정하였고, 이 중
두 개의 스테이션에서 복약상담이 진행되었다. 각 스테이션에
는 태블릿을 설치하여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교
수자는 OSCE 후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설문조사는 OSCE 직후 5학년 학생 47명 전원에게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
“역할극을 활용한 복약상담 교육에 대한 평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OSCE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두번째 설문조사는 필수 실무실습 완료 후 2021년
12월 9일과 11일에 같은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필수
실무실습에서 실제 환자에게 복약상담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답변은 두번째 설문조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복약상담 교육에서 표준화 환자 활용의 영향” 및
“OSCE에서 표준화 환자 활용의 영향”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위해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가 사용되었고,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도 않음’으로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59.6% (n=28/47)의 학생
들이 자신의 평소 의사 소통 기술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기초약무실습에서 복약상담 연습을 위해 활용한 역할
극과 표준화 환자에 대해 과반수의 학생들이 긍정적(그렇다 또
는 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였다. 두 방법 모두 복약상담 연습
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 역할을 한 동료 학생이나 표준화 환자
가 실제 환자처럼 느껴졌으며, 실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약
상담을 모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두 방법을
통해 실제 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의사 소통 기술의 강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성
찰할 수 있었으며, 실무실습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 특히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연습이 역할극보다 실제 약국
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상담을 모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고

(91.5% vs. 70.2%, p=0.009) 자신의 의사 소통 기술의 강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93.6% vs.
78.7%, p=0.037). 그러나 동료 학생이나 표준화 환자가 실제
환자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부
분의 학생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서 OSCE가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으나, 31.9% (n=15/47)의 학
생들은 표준화 환자가 아니라 교수자가 환자 역할을 했어야
OSCE가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
한 OSCE가 복약상담 기술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고, 의
사 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필수 실무실습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Table 1).
필수 실무실습에서 실제 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실시한 경험
이 있는 학생은 47명 중 36명이었다. 이 중에서 지역약국에서
만 복약상담을 한 학생은 28명, 병원에서만 한 학생은 1명, 지
역약국과 병원에서 모두 한 학생은 7명이었다. 필수 실무실습
을 마치고 실시한 두번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학생들이 기초약무실습에서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
을 했던 경험이 필수 실무실습에서 실제 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실시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실제 환자에게 의사 소
통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준화 환자가 필수 실무실습에서 만난 실
제 환자들을 잘 묘사했다고 답했지만, 이는 첫번째 설문조사
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연습이 실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상담을 모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답변보
다 유의하게 적었다(91.5% vs. 52.8%, p<0.0001). 그러나 결
론적으로 80.6% (n=29/36)의 학생들은 기초약무실습에서 표

연구 결과

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복약상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OSCE 직후에 실시했던 첫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6%
(n=28/47)의 학생들이 자신의 평소 의사 소통 기술을 ‘매우 만
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또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

들이 OSCE를 통해 실무실습 준비 상태를 파악한 것이 실제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반수의 학생
실무실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OSCE를 통해 의사
소통 기술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OSCE는 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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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prior to the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n=47)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disagree
nor agree

Agree

Strongly agree

3 (6.4%)

7 (14.9%)

18 (38.3%)

12 (25.5%)

7 (14.9%)

0 (0)

7 (14.9%)

12 (25.5%)

19 (40.4%)

9 (19.1%)

0 (0)

0 (0)

5 (10.6%)

22 (46.8%)

20 (42.6%)

1 (2.1%)

8 (17%)

14 (29.8%)

13 (27.7%)

11 (23.4%)

Role playing effectively simulated patient counseling in a real pharmacy 1 (2.1%)

4 (8.5%)

9 (19.1%)

20 (42.6%)

13 (27.7%)

You became confident at counseling patients by role playing

0 (0)

4 (8.5%)

11 (23.4%)

18 (38.3%)

14 (29.8%)

You were able to reflect 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your
communication skills by role playing

1 (2.1%)

2 (4.3%)

7 (14.9%)

22 (46.8%)

15 (31.9%)

Patient counseling exercise through role playing is effective in
preparing for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1 (2.1%)

1 (2.1%)

4 (8.5%)

24 (51.1%)

17 (36.2%)

1 (2.1%)

0 (0)

3 (6.4%)

25 (53.2%)

18 (38.3%)

The standardized patient felt like a real patient

0 (0)

4 (8.5%)

12 (25.5%)

11 (23.4%)

20 (42.6%)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effectively simulated patient
counseling in a real pharmacy

0 (0)

0 (0)

4 (8.5%)

23 (48.9%)

20 (42.6%)

You became confident at counseling patients by utilizing standardized
1 (2.1%)
patients

0 (0)

11 (23.4%)

20 (42.6%)

15 (31.9%)

You were able to reflect 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your
communication skills by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0 (0)

0 (0)

3 (6.4%)

24 (51.1%)

20 (42.6%)

Patient counseling exercise by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is
effective in preparing for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0 (0)

1 (2.1%)

2 (4.3%)

18 (38.3%)

26 (55.3%)

6 (12.8%)

15 (31.9%)

25 (53.2%)

9 (19.1%)

5 (10.6%)

10 (21.3%)

Self-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Your communication skills are satisfactory
Your communication skills need improvement

Assessment of patient counseling exercise through role playing with classmates
Role playing effectively helped practicing patient counseling
The classmate who acted as a patient felt like a real patient

Assessment of patient counseling exercise with standardized patients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effectively helped practicing patient
counseling

Assessment of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evaluation of patient counseling skills in OSCE
OSCE was conducted more fairly and effectively since standardized
patients were utilized
OSCE would have been conducted more fairly and effectively if
faculty assumed the role of a patient

1 (2.1%)

0 (0)

11 (23.4%) 12 (25.5%)

OSCE was an appropriate method to assess patient counseling skills

0 (0)

0 (0)

5 (10.6%)

16 (34%)

26 (55.3%)

OSCE helped improving your communication skills

0 (0)

0 (0)

3 (6.4%)

25 (53.2%)

19 (40.4%)

1 (2.1%)

0 (0)

2 (4.3%)

22 (46.8%)

22 (46.8%)

OSCE was effective in evaluating your readiness for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상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이를 위해

환자를 활용한 것도 국내 약학대학에서는 우석대학교가 유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Table 2).

하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표준화 환자의 활용과 OSCE가 학
생들의 의사 소통 기술 향상 및 실무실습 준비에 미치는 영향

고찰 및 결론
현재 교과과정에서 OSCE를 실시하고 있는 약학대학은 국
내에 많지 않다. 또한 OSCE와 복약상담 교육을 위해 표준화

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도 조사 결과는 앞으로 국내 약학대학의 교과과정 개
발 및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복약상담에 필요한 의사 소통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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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fter the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n=36)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disagree
nor agree

Agree

Strongly agree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patient counseling exercise helped
building confidence for counseling real patients in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1 (2.8%)

2 (5.6%)

4 (11.1%)

14 (38.9%)

15 (41.7%)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patient counseling exercise helped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o real patients in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0 (0)

4 (11.1%)

3 (8.3%)

14 (38.9%)

15 (41.7%)

Standardized patients effectively simulated real patients you met
during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1 (2.8%)

4 (11.1%)

12 (33.3%)

10 (27.8%)

9 (25%)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is appropriate for educating patient
counseling

0 (0)

1 (2.8%)

6 (16.7%)

15 (41.7%)

14 (38.9%)

Evaluating your readiness for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through
OSCE was effective in preparing for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0 (0)

2 (5.6%)

3 (8.3%)

20 (55.6%)

11 (30.6%)

You were able to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OSCE

0 (0)

2 (5.6%)

4 (11.1%)

20 (55.6%)

10 (27.8%)

OSCE was an appropriate method to assess patient counseling skills

0 (0)

2 (5.6%)

3 (8.3%)

18 (50%)

13 (36.1%)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is the appropriate method to evaluate
patient counseling skills in OSCE

0 (0)

3 (8.3%)

4 (11.1%)

14 (38.9%)

15 (41.7%)

Effect of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atient counseling exercise

Effect of utilizing standardized patients in OSCE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지도하는 데 가장 적용하기 쉬운 교수법은 역할극이다. 즉, 학

지만 교수자의 표준화 환자 훈련과 표준화 환자의 복약상담

생들이 서로 짝을 지어 한 명은 환자 다른 한 명은 약사의 역할

준비 및 참여 시간을 고려하면 역할극에 비해 가성비가 감소

을 하거나, 교수자가 환자, 학생이 약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0,11) 따라서 각 약학대학의 상황에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역할극은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환

따라 재학생을 표준화 환자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자 및 다른 의료인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있다. Sibbald 등에 따르면 약학대학 본과 1학년 학생을 OSCE

7-8)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할극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유

에서 표준화 환자로 활용했을 때 신뢰성과 유효성에 크게 영

용하거나 비판적인 피드백 부족, 다양한 연기 기술로 인한 일

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 발전

관성 없는 학습 경험, 그리고 상대 학생 또는 교수자를 ‘환자’로

을 토대로 가상의 표준화 환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장하는 데 어려움 등 여러 단점이 있다.

3)

본 설문조사에서

다. 미국에서 120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에서

학생들이 역할극 보다는 표준화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이루어

가상의 표준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은 일반적인 지식 기

지는 복약상담을 모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답하였고,

반 공부보다 동기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기술 향상에

이전 연구에서도 약학대학생은 교수자, 교직원, 행정직원, 동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13)

료 학생보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나 연기자와 같은 비전문가

OSCE는 학생들을 실제와 유사한 환자 사례에 노출시켜 지
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른 방법과 비교
하여 더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약국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그리고
McLaughlin 등에 따르면 약학대학 본과 2학년 1학기, 2학년 2
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실시한 OSCE 중 Advanced
Pharmacy Practice Experiences (APPEs)와 가장 가까운 시점
인 3학년 1학기에 진행한 OSCE 성적은 급성 환자 치료(acute
care), 외래 환자 치료(ambulatory care), 그리고 지역약국

를 환자 역할로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다만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역할극의 동료 학생이나 표준화 환자가
실제 환자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
일부 학생들이 교수자가 환자 역할을 했어야 OSCE가 더 공정
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한 것, 그리고 표준
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연습이 필수 실무실습에서 경험한
실제 복약상담을 모방하는 데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여 표준화
환자의 훈련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계획적으로 표준화 환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역할극보다
학생들의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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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s의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러나 Nyman 등은 OSCE와 같은 임상 기술 기반 변수에 비
해 교육 지식 기반 변수(예: Pharmacy Curriculum Outcomes
Assessment [PCOA], 약물치료학 교과목 성적)가 APPEs의 수
행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다.17) OSCE 결과
의 실용성에 대해 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표준화 환자에 들어
가는 비용과 교수자의 작업량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임
상약학 교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약학대학에서

OSCE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8)
본 연구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준화 환자 훈련과
OSCE의 준비 및 진행이 단일 기관의 단일 교수자에 의해 실
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두번
째 설문조사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복약상담 연습과 OSCE
가 실시되고 6개월 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회상 편
향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수 실무실습에서 실제 환
자에게 복약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11명의 두번째 설문조
사 답변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프리셉터의 실습 운영 방식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운영 차질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가피한 조치였으나 총 답변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표준화 환자를 교과목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
한 교수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국내 약학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의사 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고, 그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OSCE를
도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약료 역량강화에 필요
한 교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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