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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가천의대 임상수행평가의 운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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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abstract the differences of scores between the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SPs) in a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using SPs and to
correlate the concordance between the evaluation scores and the school records.
Methods: The CPX was administered in 2003 to a total of thirty-six fifth year medical
students at Gachon Medical School. The examination consisted of four cases, and four stations
were duplicated, each requiring a total of 7.5 minutes per station. Evaluation of the student's
performances was conducted by both clinical instructors and SPs using a formatted checklist.
Results were analysed by t-test, agreement rates,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 The mean scores given out by the clinical instructors and the SPs for the newly
developed ca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ile those scores for pre-existing cases were not in
the old cas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se two evaluation groups were relatively
high. And agreements between the two evaluation groups were 0.37~0.72. The mean scores
among clinical instructo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greement rates were relatively hi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valuation scores and school
records did not correlate significantly.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the CPX is a useful tool to measure the students' essential
competences in areas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during the subinternship stage. In
conducting a successful CPX, it is crucial to reconsider the recycling of cases and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SPs aside from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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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인지 SP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없다 (Beullens J

론

et al, 1997).
그 동안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평가에 흔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의학입문 평가, 임상실습 후

히 활용되어 왔던 방법은 교수가 특정 환자를 정해

평가, 특정 학과의 실습평가 등에서 OSCE 또는

주고 실습학생에게 이들을 진찰하게 한 후 구술시

CPX 활용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김

험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간접

병수 등, 2001; 김주자 등, 2004; 박혜숙 등 2004; 서

적인 평가방법인데다가,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

보양 등, 1998; 이병국 등, 1997; 최윤호, 2000), 평

고, 평가의 표준화와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평

가도구로서 SP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P

가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유영, 2001). 1979년 Ha-

사용을 위한 적절한 방법, SP 평가의 신뢰도 (박훈

rden에 의해 개발된 객관구조화 진료시험 (Objective

기 등, 2003; 이병국 등, 2001; 정기훈 등, 2003) 등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은 표준화

에 대한 실행보고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환자 (Standardized Patient; SP)와 시나리오를 사용

왔다.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본 연구는 가천의과대학교에서 표준화 환자를 이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Hodges, 2003).

용하여 시행한 임상수행평가의 체크리스트 결과를

그 이후 이 방법은 각 국의 실정에 맞게 활용되어

바탕으로 의사 (임상 교수 또는 일부 전공의)끼리,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이 방법의 신뢰성 및

의사와 SP 간의 평가에 대한 일치도를 분석하여 평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O'Connor, 1997), 미국 및 캐

가자간 내적 차이의 유무를 조사하고, 동일 학년에

나다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임상수기의 주요

서 치러진 임상의학종합평가와 표준화 환자를 이용

한 평가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영미, 2001).

한 임상수행평가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 절차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의과대학 중 25개 의대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SP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객

(61%)에서 OSCE 또는 CPX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

관적인 평가척도와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

정 지원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이 시험 실시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있기는 하나 그 필
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

대상 및 방법

인국가시험원, 2003). 또한 OSCE 및 CPX를 위해
SP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92%에 달하고 있으며,

2003학년도 진료참여 임상실습 (subinternship)과

SP의 활용 및 사례 개발 등을 위해 여러 대학들이

정을 마친 총 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M6 (본과 4

협의체 (consortium)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학년) 진급평가의 일환으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8개 대학 컨소시엄 제1차 CPX 심포지엄, 2004).

임상수행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성적 (합격/

SP의 사용은 학생들이 실제 환자와의 만남을 좀

불합격)에 반영하였다. 본 대학이 시행한 임상수행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는 연속형 OSCE (sequential OSCE)의 형태를

신뢰성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취한 방법으로서 기왕의 단절형 OSCE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의학전문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보완한 것이다.

중요한 도구임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이병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례개발

국, 2000). 학생들에게도 대체로 SP를 사용한 실습
이 더 흥미롭고 동기 유발이 가능하며, 학습목표 달

가천의과대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실시해 온 진

성에 도움이 된다 (최윤호, 2000). 그리고 잘 훈련된

료참여형 임상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임상수행도

SP일수록 질환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

자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P를 이용한

문에 숙련된 임상의사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실제

임상수행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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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험장으로 복제하여 총 8개 시험방 (station)을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응
급의학 등 핵심교과목 소속 교수로 구성된 “CPX 운

운영하였다. 각 사례별로 3명씩 총 12명의 SP를 이

영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사례개

용하였다.

발, SP 훈련 참여, CPX 운영과 평가 등의 역할을 담

평가용 체크리스트는 병력, 신체검사, 환자에 대

당하였다. 사례개발을 위해 2002년 8월에 “사례개

한 전반적인 태도와 환자 반응의 3개 영역과 의사의

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1~2개 학과가 단독 또는 협

학생 수행 정도에 대한 만족도 1개 영역으로 구성하

력하여 사례를 개발하였다. 2002년에는 총 4개의 사

였다 (Table I).

례를 개발하였고, 2003년에는 2개의 새로운 사례를

학습자 평가는 의사 (교수 또는 전공의), SP가 동
일한 형태의 객관적인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추가로 개발하였다.

되, 의사용 체크리스트에만 병력 및 신체검진에 대

나. 운영방법

한 종합평가 (Global ratings)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3학년도에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

의사 평가자 간에는 채점 일치 훈련을 따로 하지는

과학, 정신과학, 응급의학의 총 6개 학과목에 대한

않았으며, 시험 전에 간단한 사전 교육만을 실시하

진료참여형 임상실습 교육을 거친 M5 (본과 3학년)

였다. 그리고 사례 1의 경우에는 의사 2인을 평가자

36명 (남학생 29명,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학년말

로 두어, 의사-SP 뿐 아니라 의사-의사간 채점이 이

에 SP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를 시행하였다. 운영

뤄지도록 하였으나, 의사 평가자 간에는 채점 시 따

목적은 진료 중 적절한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하였

로 상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 이외에 시간 체크, 표

는지, 임상실습 중 일차진료에 필요한 임상기술을

준화 환자 관리, 학생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진

습득하였는지, 흔한 증례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행은 연구원 및 조교가 담당하였다.

가지고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였는지 등을 평가하

진행방법은 시험방 별로 6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

는데 두었다.

졌으며, 1분 30초의 평가자 피드백 등 총 7분 30초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 시행에 앞서

가 소요되었으며, 학생 4명이 1조가 되어 4개의 시

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험방을 순환토록 하였다. 한 개의 사례가 끝날 때

실시하였다. 사례는 2002년에 사용한 2개의 사례와

마다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었으며, 모든 평가과정이

새로 개발한 2개 총 4개의 사례를 선택하였고 2개

끝난 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또

Table I. Categories of the Checklist
Case 1

case
Categories
History taking (HT)

Case 3

Case 4

MD

SP

MD

SP

MD

SP

MD

SP

9

9

9

9

10

10

10

10

Global HT

5

Physical
examination (PE)

8

Global PE

Case 2

5
8

5

Attitude

16

Satisfaction of performance

5

Total

48

16

5
16

5
16

21
61

SP: Standardized Patient, MD: Medical Doctor

- 153 -

10

5
21

5
33

10

5

16
51

10

5
16

5
46

10

21

21

5
36

5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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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방 간 이동 및 대기에 1분이 소요되었다.

결

과

다. 분석방법

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 성적분포

1) 체크리스트 분석

총 4개 사례에 대한 원점수의 총점은 372점이었

각 사례별로 병력청취, 신체검사, 환자에 대한 태

고,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241.19였으며, 100점 환산

도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동일 형태의 교수용/SP용

평균점수는 65점 (100점 만점)이었다 (Fig. 1). 원점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 평가 결과를 비교

수는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분석하였다.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에 대한 문항은

중 1명의 학생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예’, ‘아니오’의 이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나. 체크리스트의 분석

환자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7점 척도로 만

1) 의사-SP, 의사-의사 간 차이 분석

들었다. 분석은 각 사례별로 병력청취 문항, 신체검
사 문항, 환자에 대한 태도 문항의 3개 영역으로 묶

각 사례별로 의사와 SP 간에 영역별 평가 점수의

어 분석하였다. 의사-의사 간 평가의 일치도 분석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례 1은 병력청취 항목과 신체

위하여 한 사례에 대해서만 두 명의 의사가 평가를

검사 항목에서, 사례 2는 신체검사와 환자에 대한

하도록 하였다.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student t-test

태도 항목에서, 사례 3은 신체검사 항목에서, 사례 4

및 일치도 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는 환자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차
이가 있었다 (p<0.01).
각 사례별로 의사와 SP 간에 전체 평가 점수의

2)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와 학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례 1과 사례 2는 통계적으로

말 필답시험과의 관련성 분석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SP의 점수가 의

상수행평가 시험이 치른 지 한 달 뒤에 치러진 학년

사의 점수보다 높았다. 사례 3과 사례 4는 SP와 의

말 시험 (임상의학종합평가)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

사 간의 평가 점수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한 임상수행평가 성적과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없었다 (p>0.01). 그리고 사례 1에 대해 의사-의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 평가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

Distribution of CPX scores
8

Numberof student

7
6
5
4
3
2
1
0

141150

151160

161170

171180

181190

191200

201210

211220

221230

231240

241250

251260

261270

CPX scores

Fig. 1. Distribution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scores (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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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Scores Given out by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SPs) by Categories of
the Checklist
Case 1

Categories

M±SD

p

MD 5.31±1.32

HT

SP

<.01

6.42±1.67

MD 4.06±1.99

PE

SP

Attitude

<.01

5.22±2.15

MD 11.19±1.88
SP

12.03±2.21

MD 20.56±4.25

Total

SP

23.67±4.86

.02
<.01

Case 2

M±SD

p

MD1 6.67±1.10
MD2 5.50±1.34
MD1 4.22±1.66
MD2 4.22±1.66
MD1 9.66±2.00
MD2 10.83±2.03
MD1 30.17±6.57
MD2 30.11±6.08

Case 3

M±SD

<.01
1.00
<.01
.95

p

6.06±1.57
8.39±2.48
9.22±2.04
12.33±1.72
14.81±2.27
26.76±4.24
30.08±4.40

M±SD

1.00

6.06±1.69

Case 4

<.01
<.01
<.01

p

5.44±2.00

.81

5.53±1.42
5.72±2.20
6.44±2.53

<.01

12.92±3.51

.58

12.64±1.64
24.08±6.48

.51

24.61±4.11

M±SD

p

7.50±1.52

.57

7.39±1.42
7.61±2.38

.31

7.94±2.11
10.83±1.32

<.01

10.00±1.59
25.94±3.93

.29

25.33±4.07

Table Ⅲ.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SPs) by Categories of the
Checklist
Case 1

Categories

MD-SP

Case 2

p-value MD-MD p-value

Case 3

Case 4

MD-SP

p-value

MD-SP

p-value

MD-SP

p-value

HT

.50

<.01

.41

.09

.65

<.01

.31

.07

.66

<.01

PE

.54

<.01

.90

<.01

.74

<.01

.82

<.01

.63

<.01

Attitude

.48

<.01

.81

<.01

.35

.04

.55

<.01

.34

.04

Total

.67

<.01

.82

<.01

.72

<.01

.68

<.01

.63

<.01

Table IV. Agreement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SPs) in Case 1
Categories

Checklist item

Instr-SP

Instr-Instr

Self instruction

0.60

0.64

Foci of headache

0.13

0.82

Change of headache

-0.07

0.36

History

Headache & associated sx

0.29

-0.03

taking

Gastrointestinal symptoms

0.43

0.29

Weight loss

0.74

1.00

Other symptoms

0.01

0.37

Muscle weakness

0.54

0.44

Vital sign

0.40

1.00

Palpation

0.40

0.77

Auscultation

0.35

0.88

Neurological examination

0.30

1.00

0.32

0.63

Physical
Examinati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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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의 경우 의사-SP 간의 문항별 일치도 κ지

이가 없었다 (Table II).

수는 전체 평균이 0.53이었고, 불편한 증상 묻기 문
2) 의사-SP, 의사-의사 간 상관관계 분석

항이 최소치 0.04, 자기소개 여부, 가족력 묻기, 폐

각 사례별 의사와 SP 간에 상관계수는 Table 3에

음 비교 청진 항목은 최대치 1.00이었다 (Table V).

요약하였으며, 사례 1이 0.67, 사례 2가 0.72, 사례 3

사례 3의 경우 의사-SP 간의 문항별 일치도 κ지

이 0.68, 사례 4가 0.63이었다. 그리고 사례 1에 대

수의 전체 평균이 0.61이였고, 증상의 시작 묻기 문

해 의사와 의사 간에 상관계수는 0.82로 가장 높았

항에서는 최소치 0.11, 대변여부, 직장수지검사 시

다 (Table III). 또한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사례마다

행여부 항목에서 최대치 1.00이었다 (Table VI).
사례 4의 경우 의사-SP 간의 문항별 일치도 κ지

신체검사 영역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수는 전체 평균이 0.53이었고, 임신반응검사 항목이
3) 의사-SP, 의사-의사 간 문항별 일치도 분석

최소치 -0.06, 통증의 시작 묻기와 하복부 압통 촉진

사례 1의 경우 의사-SP 간의 문항별 일치도 κ지수

이 최대치 1.00으로 나왔다 (Table VII).

는 전체 평균이 0.32였고, 두통 정도의 변화는 최소
치 -0.07, 체중감소를 묻는 항목은 최대치 0.74로 나

4) 임상의학종합평가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

왔다. 또한 의사 - 의사 간 문항별 일치도 κ지수는

상수행평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평균이 0.63이었고, 두통과 동반된 증상 묻기

임상의학종합평가 필답시험과 임상수행평가와의

문항이 최소치 -0.03, 체중감소 묻기 문항과, 활력징

상관성은 상관계수 -0.13으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

후 측정, 신경학적 검사 실시 항목의 총 3개 항목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 남학생의

최대치 1.00이었다 (Table IV).
Table V. Agreement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in Case 2
Valuables

HT

PE

Checklist item
Self instruction
Start of headache
Uncomfortable sx
Family history
Related symptoms
Profession
Housing environment
Coughing, dyspnea
Relation with other diseases
Inspection, auscultation
Nasal & oral exam
Stature
Comparison of
respiratory sounds
Auscultation of
respiration cycle
Auscultation of heart sounds
Average

Table VI. Agreement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in Case 3
Valuables

MD-SP
1.00
0.65
0.04
1.00
0.05
0.82
0.67
0.56
0.23
0.15
0.55
0.47

HT

PE

1.00
0.46
0.35
0.53

Checklist item
MD-SP
Self introduction
0.31
Start of symptoms
0.11
Diarrhea, constipation
0.22
Appetite
0.67
Body weight
0.78
Abdominal pain
0.44
Diarrhea
1.00
Hematochezia
0.72
Frequency of stool
0.66
Family history
0.44
Inspection, auscultation,
0.72
percussion
Heart sounds, rales, auscultation 0.76
Abdominal examination
0.83
position
Palpation of suspicious area
0.41
Manual examination of rectum
1.00

Average
0.61
경우 임상수행평가와 임상의학종합평가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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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able VII. Agreement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in Case 4

PE

지금까지의 의과대학 학생평가는 지식 위주의 평
가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학지식, 특정 질환에서

MD-SP

문진과 진찰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얼마나 알고

Self introduction

0.92

있는지를 평가할 뿐 이러한 지식이 환자나 상황에

Start of pain

1.00

따라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는 평가할 수 없었다

Area of pain

-0.03

Valuables

HT

찰

Checklist item

(김용일, 200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3; 홍
영재, 1992). 일차의료에 필요한 지식, 전문 수기 및

Difference of pain by time
interval

0.33

Degree of pain

0.25

대학마다 서브인턴형 임상실습 (학생인턴제)의 도입

Appetite

0.31

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 뿐 아니라 수기 및

Last menstruation

0.65

태도를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의 중

Current menstruation

0.62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용일 외, 2003; 박귀화,

Bloody discharge

0.87

2003). 무엇보다도 의사국가시험에서 임상수기능력

Sexual experience

0.62

평가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어, 수행능력의 평가는

Inspection, auscultation,
percussion

0.18

Tenderness in lower abdomen

1.00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표준화 환

Radiation of pain

0.82

자의 이용이 1996년부터 의과대학에서 도입되었다.

Internal examination or
0.52
manual examination of rectum
Examination of
-0.06
pregnancy response

SP는 실제 환자를 대신하여 배우기 어렵고 불편한

인성교육의 핵심인 임상실습의 개선이 요구되고, 각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교
육부, 1998; 황 건, 2000).

부분을 대신 해 주며, 반복 실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평가과정에서도 효과적인

Average
0.53
계수는 -0.09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

채점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Miller, 1990), 이러한 표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1), 여학생의 경우도 상

와 의사간의 채점자간 일치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관계수가 -0.28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하지

지속되어 왔다.

준화 환자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SP

본 연구에서 SP와 의사간의 평가결과에 대한 차

않았다 (p>.05) (Table VIII).

이 분석을 한 결과, 2002년에 사용된 2개의 사례에

Table VIII.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CPX Score and the School Grade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Correlations

CPX
M±SD

School Grade
M±SD

Coefficients

p-value

Man

243.07±30.25

285.74±23.00

-.09

>.01

Female

235.56±25.03

284.44±31.31

-.28

>.05

Total

241.19±28.88

285.42±24.85

-.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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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었을 것이고,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보아도 누락된

2003년에 새롭게 개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유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령인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차이가 나타났고, SP의 평가 점수가 의사의 평가 점

증례의 병력을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수보다 높았다. 이는 한 번 사용했던 사례는 SP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윤호, 2000). 뿐만 아

의사 모두에게 익숙하고 반복 훈련이 되었던 사례

니라 사례 1은 사례 자체가 지닌 높은 난이도로 인

이며, 학생들에게 이미 노출된 사례이기 때문에 학

하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던

생들이 환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사례의

각 사례에 대해 항목별 일치도를 분석해 보면, 병

체크리스트에 비해 한 번 사용했던 사례의 체크리

력청취 및 환자에 대한 태도 항목보다는 신체검사

스트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 보완

영역에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

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평가 문항의 표준화

었으며, 이는 신체검사 영역에 대한 상관계수가 가

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

일반적으로 SP와 의사간의 평가 점수 차이는 평

결과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7점 척도의 문

가표 항목의 애매성, 채점자간 일치도 향상 훈련의

항은 일치도 산정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여 분석에

부족, 평가자의 피로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서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채점 항목을 지나칠 정도

다 (Miller, 1990; Tamblyn, 1991; De Chmplain 등,

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평가자의 판단착오를 초래하

1997). 또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상황이 다

거나 (Colliver와 Williams, 1993; De Champlain 등,

른 것도 원인 될 수 있다. SP의 경우는 환자의 역할

1997),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일치도를 산정

을 하면서, 학생의 수행 정도를 기억해 두었다가

할 수 없는 결과 분포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을 더듬어서 평가를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질

사례 1의 경우 SP-의사의 채점 결과와 대비하여

수 있으나, 의사의 경우는 학생이 수행을 할 때마다

의사 - 의사 간 채점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

즉시 평가가 가능하므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사-의사 간 평가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

(박훈기 등, 2003). 또한 본 연구는 SP와 의사간의

며, 상관계수는 .82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

평가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SP가 의사와

며, 일치도 kappa 계수는 0.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더라도 보다 높은 점수

SP-의사의 채점결과와 의사 - 의사간의 채점 결과간

를 주는 경향이 있다 (Wesberg와 Jason, 1993)는 연

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의

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비교 해 본 점, SP의 연령

그러나 본 연구에서 SP와 의사간의 상관계수는

에서 오는 편차, 사례의 난이도 등의 요인이 개입되

0.63~0.72의 분포를 나타내어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

었기 때문에 SP-의사의 채점 결과와 비교하여 의사-

았고, 그 중에서도 신체검사 영역에 대한 상관계수

의사간의 채점 결과가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고

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여지는 객관적 행동과 행

단정할 수는 없다.
임상수행능력 결과와 임상종합평가 필답시험과의

해지는 수기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보다 정확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는 모두 역상관관

한 평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SP와 의사간의 일치도 kappa 지수는 0.37~0.61의

계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이는

분포를 보였다. 일치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사례 1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의 평가

이였으며, 이는 채점자가 평균 점수 비교에서도 유

점수가 낮아진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례 1에 이용된 SP는 60대의

두 가지 형태의 평가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

고령이어서 증례와 병력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

두의 신뢰도가 떨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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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기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과

소시킨다. 또한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동일한 점

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학생

수를 부여하기보다는 필수 항목에는 그 중요도에

평가를 위해서는 각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선해야 할 것이며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바른 평

셋째,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사례 개발이다. 본

가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임상실습교육에서

결과에서 보듯이, 사례는 임상실습과의 부합정도,

학생들의 지적능력 습득만을 강조하거나 치중해서

난이도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적절하지 못한

도 안되며, 지식, 수기, 태도 능력을 고루 학습할 수

난이도를 보인 사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필답시험과

할 지식, 수기, 태도의 습득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임상수행평가 간의 현격한 점수 차이가 나는 학생

있고,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 시킬 수

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한 과에 치우친 사례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는 1~2개의 학과가 협력하여야 하고, 임상실습이 이

이상의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 경험

뤄졌던 모든 학과의 사례가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 임상수행평가 시험 방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사례개

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발워크숍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2003학년도에 실시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

첫째, SP를 유용한 평가자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수행평가에서 SP-의사간의 채점 결과에서 높은 일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와 SP라는 두 채점자

치도를 보이지 못했고, 임상의학종합평가 필기시험

간의 평가점수 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차후 임

점수, 상관관계, 일치도 등은 의사와 의사간의 결과

상실습 교육과정 계획 뿐 아니라 임상수행평가 시

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나 교수의 시간적 제약, 평가

험방법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 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SP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

상실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

는 시점에서 SP를 유용한 평가자로 활용하기 위해

가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실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는 연령, 평가능력, 사례의 특성 등을 고려한 SP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의 선택이 필요하며, 반복 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
을 할애하여야 한다. 반복훈련은 평가자간 측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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