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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임상평가방법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ଠ୨ টন

Purpose: Despite the goal of medical education, which is 'training to be a primary care physician,' only written examinations
(WEs) generally have been used to assess medical student ability. We assessed clinical competence using the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PA (portfolio assessment), VMA (video-monitoring assessment), CGD (case group discussion), and
PCP (primary clinical practice) during students’ clerkships in family medicine and correlated these clinical assessment tools
with WEs. Also, we correlated these tools with each other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each as a replacement of the other
tools.
Methods: Thirty-nine fourth year students at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took part in their clerkship in family
medicine for 2 weeks during the first session of 2005. They took 1 CPX, 2 VMAs, 6 CGDs, and 2 PCPs and were required
to submit their portfolios at the end of the clerkship. We evaluated the correlations of these tools and WEs by the overall
scores of each class year and in each subject.
Results: The CPX, VMA, and PCP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while PA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4th year students'
overall WEs. The CGD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all overall scores and with almost all subjects. In addition, the PA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CGD.
Conclusion: New clinical assessment tools, such as CPX, PA, and VMA,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E, even though
these tools closely correspond with real clinical practice. Therefore, these tools should be considered as complementary
instruments to better assess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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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PX 점수가 3학년의

ছߨ

OSCE성적이나 몇몇 과목의 필기시험과 연관성이 낮다
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14].

의과대학의 교육목표가 일차의료에 필요한 다양한 임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성취도 수준을 질적인 관점

상능력을 갖춘 일차 의료의사의 양성이라는 점에 맞추

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15], 수

어, 최근 들어 점차 의학적 지식의 습득 이외에도 실용적

행평가 과제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포트폴리오

인 임상능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의사

(학습과제물의 모음집)’를 통해 평가하는 형태이다. 포트

의 진료 및 면담 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및 의사소통

폴리오에는 학습자의 진료 수행이나 임상 능력을 기록한

능력,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임상적인 기

평가지, 소그룹 활동에서의 수행평가 기록지, OSCE 시

술이 보다 중요시되면서, 이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법

험결과, 의사소통 능력/보건의료 활동 에세이, 학생들이

들이 국내 의과대학에도 도입되어 왔다. 즉 필기시험을

임상교육에서 만났던 환자 병력청취 기록, 병원 관련 서

통한 의학지식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로부터 정

류, 환자 질병의 진단 및 원인을 제시하는 기록, 환자들

보를 모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에게 명료하고 간결한 설명해주기, 처방전 기록 및 실습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임상능력

기간 동안 느낀 점과 의견 등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므로,

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

그 결과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수정,

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진료수행시험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93년 Roya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포트폴리

College 의과대학과 Sheffield 의과대학에서 시험적으

오 평가(portfolio assessment), 문제에 바탕을 둔 학습

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는 소수의 의과대학에

(problem-based learning) 등을 이용하고 있다.

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방법이다. 이러한

이 중 실제 진료실의 상황을 재현해서 실제 임상에 가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평가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장 가까운 상황에 노출시켜 임상능력에 대한 다양한 평

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수성이 점차 조

가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CPX이다. 이는

명되고 있다[16,17].

1963년 처음으로 표준화 환자의 개념이 발표된 이후[1],

비디오모니터링 평가는 학생의 병력청취 장면을 녹화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

하고, 이후에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보면서 피드백을 통

장 포괄적인 시험형태이다[2]. CPX는 캐나다, 미국의 의

해 그룹토의를 통해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환자 면담기

사자격시험에 도입되었고, 국내의 의사자격시험에도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24개 국내 의과대학 중

2009년부터 도입예정이며 현재 국내 의과대학에서도 시

8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및 평가방법이다[18]. 이는

험적 혹은 실제 평가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단순한 언어적 피드백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

OSCE의 경우도 1975년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3], 국

으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면담기술

내에는 1994년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시험

을 향상시키거나 환자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결과를

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도 및 도입 방안

보여주고 있다[19,20]. 특히 지도의사의 피드백을 받는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4,5,6,7,8,9,10].

경우에는, 자가 피드백을 받은 군이나, 대조군과 비교할

CPX나 OSCE에 대한 평가의 우수성이나 타당도에 대
한 연구는 이미 외국의 몇몇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

때 면담기술이나 신체진찰 기술이 모두 유의하게 호전된
다는 연구도 있다[21].

다. 최근 CPX나 OSCE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4,5,6,7,

학외 임상실습(의원 파견 실습교육)은 지역사회에서

11,12,13] 검토해 보면, 표준화 환자 및 교수에 의한 평

실제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파견

가점수를 서로 비교하거나, 실습 전후의 평가점수를 비

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

교하는 형태의 타당도 연구들이 비교적 통일된 결과를

다. 이는 대학병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실제 일차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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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흔히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

발한 CPX의 증례들과 동일한 형식과 유형에 따라 개발

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매우 필수

하였고, 가정의학과 교수에 의해 점검 및 보완되었다. 점

적인 과정이다. 현재, 가정의학 실습을 하고 있는 의과대

검표의 문항 수는 18~19문제로 하였고, 병력청취에 대

학 25개 중 대부분인 21개의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한 평가문항들(20점), 질환에 대한 설명 및 환자교육에

있으나[18], 지도의사의 교육과정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

대한 평가문항(15점), 진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5점), 의

았고, 역할 모델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

사의 임상예절 및 의사-환자의 관계(5점), 재방문에 대

기도 한 평가방법이다[22,23].

한 환자로서의 의지여부(5점) 등의 평가문항들을 포함하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의과대학에서

였다.

2005년도에 가정의학과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의과대학

CPX의 시행은 실습 2주차 마지막 날에 진료실을 가상

4학년을 대상으로 CPX, 포트폴리오 평가, 비디오 모니

으로 만들어진 모의 진료실에서 표준화 환자(가정의학과

터링 평가, 증례 그룹토의, 학외 임상실습의 다양한 임상

전공의 3년차)를 이용하여 외래 환자 진료의 능력 및 태

수행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결과가

도를 평가 받도록 하였고, 시험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필

의과대학 4개년 동안의 과목별 성적 혹은 전체 성적과

요할 때는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에 대한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또한 평가방법들 간에는

시간배정은 학생별로 모두 12분으로 하였으며, 채점에는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표준화 환자(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 가정의학과 교

통해 전반적인 임상능력의 평가도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수 1인 및 전문의 1인,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 1인으

에 대한 근거 자료를 삼고자 하였다.

로 구성된 총 4명이 팀이 되어 참여하였고, 병력청취 중
점으로 평가하였다.

2) 포트폴리오 평가

۩ঃࢫࢺ࣑

가정의학과 실습기간 동안에 첫째 주 시작에서부터 둘
째 주 실습이 끝날 때까지의 전 일정에 대한 과제로, 학

֜۩ঃ

생이 실습과정 중에 준비한 과제물 및 예습, 복습한 내
용, 검토한 문헌, 실제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의 병력 청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일개 의과대

취기록지, 증례 그룹토의 준비 내용, 실습에 대한 관심

학 의학과 4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39명의 학생을 대상

및 참여도, 학외실습 감상문, 실습 후 feedback을 위한

으로 하였으며, 전 학생은 4~5명의 소그룹 9개조로 나뉘

설문지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상기 자료들을 검토하여

어, 각각 2주간의 가정의학과 실습기간 동안 다양한 교

채점항목에 다음 10가지 즉 조별 평가, 전반적인 수행도,

육 및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성실성, 협동성, 적극성, 비디오 모니터링에 대한 소감,

ଵఙଭ߹֗ଖଭඌԧࢺ࣑

학외실습에 대한 감상문, 실습 전반을 통해 느낀 점, 예
습, 복습 등을 포함하였다. 실습기간이 끝나는 날 포트폴

1) CPX증례 및 점검표 개발

리오를 제출하였고, 100점 만점으로 실습과정을 주도한

본 연구에 사용된 총 9개의 시험사례에 표준화 환자 9

가정의학과 교수가 직접 채점하였다.

명이 각각 동원되었다. 표준화 환자는 가정의학과 전공

3)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

의 3년차가 담당하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증례에 대해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숙지하고, 환자로써 공통된 질문사항을 암기하는 훈련과

2주 동안의 가정의학과 실습 기간 동안 1주에 최소 2~3

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증례 개발은 훈련된 가정의학과

회 이상 예진을 시행하였다.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한 뒤

전문의에 의해 일차의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학적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의 병력청

문제 9개의 증례를 선별하여, ‘서울CPX컨소시엄’에서 개

취를 시행하고, 병력기록지를 작성하였다. 그 중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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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증례를 선택하여 학생 1인당 매주 1회씩 총2회 비

가정의학과 실습 점수는 실습기간 중에 차지하는 시간

디오로 녹화하였다. 병력청취는 환자의 주증상에 따라

및 중요도의 비중을 고려하여, 임상능력을 평가하는 지

대개 15~20분의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였고, 이미 만들

표가 총 200점 중 100점(CPX+포트폴리오 중 60점+비

어진 점검표의 세부 평가항목 마다 1~5점으로 20개 항

디오모니터링)으로 50%를, 의학지식에 대한 비중은 200

목을 평가하였다. 훈련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채

점 중 50점(포트폴리오 30점+증례그룹토의 20점)으로

점하되 두 증례 중 더 나은 점수를 선택하였고, 평가 시

25%를, 그 밖에 학외실습 10%, 출석 10%, 전반적인 학

에는 평가자와 소그룹의 학생들이 함께 비디오를 청취

습태도 5%(포트폴리오 중 10점)의 비중으로 배점하였다.

및 분석하면서 병력청취 중 부족했던 점이나 배울 점, 비
언어적 의사소통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
해 교육하고 평가하였다.

ડন౫ܑ
의학과 4개 학년 동안에 치루는 필기시험과 실습성적

4) 증례 그룹토의 및 평가

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전체총점뿐만 아니라 각 학년별

2주간의 일정동안 각 그룹별로 총 6회의 정해진 주제

총점, 전 교과과정의 과목별 성적을 포함하였다.

에 따라 증례 그룹토의가 시행되었고 가정의학과 교수
및 전임의 6인이 각각의 증례를 지도하였으며, 시간은

ंজ

60~90분 동안 시행되었으며, 토의가 끝나면 담당했던

각 점수들의 관련성은 Pearson상관계수로, 일부 비정

교수진에 의해서 토의의 준비도 및 참여도가 평가되었

규 분포를 보이거나 순위척도로 채점된 항목에 대해서는

다. 미리 증례와 참고문헌을 지정해 주어 얼마나 철저히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상관계수가 -0.1~0.1

준비하여 토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증례 및 문헌내용에

사이이면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있으며, 0.1과 0.3 사이

대한 이해도 등 지식에 대해 50%, 발표의 적극적인 참여

면 약한 양적 선형관계, 0.3과 0.7 사이면 뚜렷한 양적

도를 50%로 하여 채점하였다.

선형관계, 0.7과 1.0 사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로 간주

5) 학외 임상실습(의원 파견 실습)

하였다. 양측검정을 통해 통계기법에 따라 p<0.01 또

지역사회에서 개원하여 1차 의료를 실제로 행하고 있

는 p<0.05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통계 프

는 각각 다른 현장에 2일간 파견되어 일차 진료에 관한

로그램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지식이 실제 진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학습하

USA)을 사용하였다.

고, 참관한 진료내용을 정리하며 진료내용에서 얻은 질
문 및 학습에 대한 보고서를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하였
다. 증례보고 및 개원의가 평가한 자료를 참고로 외래 환

էր

자 진료의 상담 및 임상지식 50%, 진료 태도 50%로 평
가하였다.

֜۩ঃୀଭনୡंඑ

6) 출석
학교에서 권장하는 기준인 전체점수의 10%에 준하여

가정의학과 실습에 참여한 의과대학 4학년 학생은 39

전체 200점 중 20점을 출석점수로 배정하였고, 무단결석

명이었고, 참가자 전원이 4~5명의 소그룹별로 2주간의

시 5점을 감점하고 지각 및 조퇴 시 1점을 감점하여 점

실습기간 동안 모든 평가방법을 완전히 수행하였고 참가

수를 산정하였다.

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4명, 여자 15명이었다. 학생들

7) 실습 배점 비율
CPX
30

46

의 전 학년 평점은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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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 0.5점으로 정규분포를 하였으며, 가정의학 실
습성적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180.0점을 보였
다. CPX,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 증례그룹 토의, 포트폴

최은정 선우성여러 가지 임상평가방법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Table 1. Score Distribution of All Participants (n=39)
Full marks

Mean

Min

Max

SD

4.5
200
30
10
20
100

3.3
180.0
16.6
9.1
17.8
95.6

2.1
149.7
9.5
7.7
12.0
79

4.3
185.9
23.4
9.9
20.0
99

0.5
0.8
2.9
0.5
1.2
3.5

Overall score
Family medicine clerkship
CPX
Video monitoring
Case group discussion
Portfolio assessment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rrelation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with the Overall Scores in Each Class Year (n=39)

Grade

CPX

Portfolio
assessment

Overall
Fourth
Third
Second
First

0.111
0.089
0.112
0.095
0.098

0.242
a)
0.369
0.305
0.256
0.049

Video
monitoring
0.010
0.093
 -0.058
0.003
0.043

Case group
discussion

Primary care
practice

0.517b)
b)
0.619
0.451b)
0.533b)
a)
0.378

0.269
0.243
0.269
0.220
0.222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
p<0.01, b)p<0.05.

리오 평가점수는 극단값을 제외하고는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보였다(Table 1).

ࢫڂୢڂඌր߇ହঃඌԧࢺ࣑݅
ԩଭঃււծ

보였다(p<0.05)(Table 2).

րࡧনୡրඌԧࢺ࣑݅ԩଭঃււծ
의과대학 4년간의 전 교과과정 중에 있는 모든 과목들
과 임상평가 방법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 과

CPX성적과 각 학년별 평점 및 전체 학년의 평점과의

목을 포함하였으나 4학년 임상실습 중 선택과목인 비 주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관계수를

요과목들은 필수과정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생

보면 0.10 내외로 매우 낮았다.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나

마다 선택한 항목이 모두 다르고 학점의 비중도 매우 적

학외 임상실습의 경우도 기존 성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

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Table 3).

를 보이지 않았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경우에는 임상실

CPX점수는 각 과목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습이 이루어지는 4학년 평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목별 경향을 보면 다

으며(r=0.369, p<0.01),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될수록 상

른 과목에 비해 내과 과목, 특히 내과실습성적에서 다른

관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과목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았다(r=0.213). 비디오 모니

의학지식을 위주로 평가되는 증례 그룹토의는 기존 성
적과 가장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학년
의 학년별 평점 및 전체평점에서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터링 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의 경우에도 특정 과목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증례 그룹토의의 경우는 거의 모든 과목성적과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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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with Scores in Each Subject for the Entire School Period (n=39)
Name of subject
Introduction of medicine
Infection
Nephrology
Cardiovascular
Immunology
Pulmonology
Gastroenterology
Hemato-oncology
Growth and aging
Endocrinology
Reproductive medicine
Myology/osteology
Neurology
Psychiatry
Family & community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Medical history and ethics
Introduction of clinical medicine
Integrated medicine
Psychiatry clerkship
Neurology clerkship
Internal medicine clerkship
Pediatrics clerkship
Obstetrics/Gynecology clerkship
Integrated examination
General surgery clerkship
Clinical lecture 1
Clinical lecture 2
Clinical lecture 3
Emergency medicine clerkship
Clinical lecture 4
Clinical lecture 5
Health management
Integrated examination 1
Integrated examination 2
Integrated examination 3

CPX

Portfolio
assessment

Video monitoring

Case group
discussion

-0.001
0.214
-0.010
0.196
0.149
0.116
0.055
0.139
0.056
0.053
-0.080
-0.044
0.080
0.161
0.143
0.184
0.137
-0.095
0.177
-0.006
-0.142
0.213
0.123
0.139
0.067
0.165
-0.029
-0.029
-0.099
0.063
0.099
-0.208
0.132
0.147
0.019
-0.001

-0.117
-0.170
0.017
-0.047
-0.049
-0.004
-0.037
-0.222
0.095
-0.069
0.090
0.047
0.006
0.038
0.073
-0.022
-0.073
0.141
0.235
0.025
0.150
0.041
0.145
0.020
0.058
0.133
0.077
0.059
0.039
-0.100
0.073
-0.073
0.010
0.138
0.189
0.080

-0.029
0.189
0.184
-0.103
-0.225
-0.017
-0.048
-0.084
0.179
0.014
0.011
-0.096
-0.033
-0.095
0.122
-0.244
-0.143
0.106
0.122
-0.173
0.007
-0.118
0.083
-0.157
0.055
-0.268
0.028
-0.001
-0.048
-0.024
0.069
0.131
-0.039
0.137
0.071
0.051

0.341a)
b)
0.428
0.496b)
0.273
0.294
0.430a)
0.365a)
0.223
0.376a)
0.455b)
0.294
0.379a)
0.412b)
a)
0.392
0.429b)
0.108
0.265
0.202
0.404a)
0.175
0.290
0.255
0.118
0.034
0.226
0.038
0.365a)
0.212
0.299
-0.150
0.253
0.249
0.404a)
0.336a)
a)
0.348
0.374a)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
b)
p<0.01, p<0.05.

상관관계를 보였다. 3학년 교과과정인 외과 임상실습

거의 모든 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뚜렷한 상관관계

(r=0.038), 산부인과 임상실습(r=0.034)에서는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증례 그룹토의의 경우 주요 과목들의 임상

를 보이지 않았고, 응급의학실습(r=-0.150), 예방의학

실습 점수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r=0.108), 정신과 임상실습(r=0.175)과 소아과 임상실

필기시험으로 100% 평가되는 과목들이나 3회의 종합평

습(r=0.118)에서도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그 외의

가시험(r=0.336, r=0.348, r=0.374)에서 연관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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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with Each Other (n=39)
Video monitoring
CPX
Video monitoring
Case group discussion
Portfolio assessment

Case group discussion

0.035

Portfolio assessment

Primary care practice

0.265
0.287
0.699a)

-0.042
-0.108
0.088
-0.073

0.135
0.159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
p<0.01.

뚜렷하게 나타났다(p<0.05)(Table 3).

ହঃඌԧࢺ࣑݅ԩଭঃււծ

신체검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CPX의 신체검진 항목은 학교성
적과 연관성이 높은 반면에 병력청취의 경우 연관성이

CPX의 경우 포트폴리오 평가와의 상관계수는 0.265

없거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있었는데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고, 비디오 모

[13,14], 본 연구에서 신체검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니터링 평가, 증례 그룹토의 및 학외 임상실습 점수와는

을 고려하면 상관계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이 당연한 결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비디오 모니터링 평

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체검진보다 병력청취는 학교성

가 또한 포트폴리오 평가와 0.287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

적과의 연관성이 더 적고, 의학적인 지식 습득만으로 얻

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다른 평가방법들

을 수 없는, 즉 임상경험이나 훈련 및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증례 그룹토의의 경우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는 포트폴리오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매우 뚜렷한 상관

또한 이번 연구 결과 CPX점수는 기존의 성적과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0.699), 학외 임상실습과 다른 평가

관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 과목과의 상관관

방법 간에 연관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4).

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목별로 볼 때 내과과목이
나 내과임상실습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r=0.2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ճఝ

[14]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CPX의 증례가 대개
내과적 질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병력청취에 대한 평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평가도구인 시험성적과

CPX, 포트폴리오 평가,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 등 임상

가항목이 내과적 지식에 좀 더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평가방법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가방법들 간의 상호 연

다른 임상평가 방법들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CPX는

관성을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성적 평가결과와 차이점을

포트폴리오 평가,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 증례 그룹토의

보이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평가방법들을 전반

혹은 학외 임상실습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적인 임상실습 평가 도구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

병력청취를 위주로 하는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와의 공통

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점을 고려하면 연관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비디오 모

이번 연구에서 CPX와 성적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

니터링 평가에서는 주로 병력청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

년별 평점이나 전 학년의 평점과의 상관계수가 0.11로,

었던 반면에, CPX 경우는 실제 임상능력 중에 매우 중

이전 연구에서 보였던 0.28~0.32[13,14]에 비해 낮은 수

요한 부분인 환자의 만족도나 의사의 예절 및 환자-의사

치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본 연구에서 CPX 시험 내용에

관계, 재방문의 의지 혹은 환자교육에 대한 평가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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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를 차지하였던 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평가방

증례 그룹토의는 기존의 모든 학년별 성적 및 4년간의

법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해 볼

총 평점과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목별 성

수 있다.

적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

이번 연구에서 시도했던 포트폴리오 평가의 경우는 기

를 보였다. 즉 3학년, 4학년의 교과과정 중에 있는 주요

존 성적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 4학년의 성적과 유

과목 임상실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뚜렷한 상

의한 연관성을 보이며, 1학년 성적을 제외한 모든 학년

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1,2학년의 교과과정에 있는 과

별 및 전 학년 평점과 0.242~0.369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목들이나, 3,4학년의 종합평가시험과 같은 필기시험으로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가되는 과목에서 상관계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다른 임상평가 방법과의 분석에서 증례 그룹토의 점수와

러한 결과는 증례 그룹토의의 과정 자체가 미리 선택된

통계적으로 뚜렷한 상관관계(r=0.699)를 보였고, 비디오

증례에 대한 연구 및 참고문헌을 검토하는 예습을 통해

모니터링(r=0.287)이나 학외실습 점수(r=-0.073), CPX

준비하고 나서 토의내용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므로 의학

점수(r=0.26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지식에 대한 평가인 필기시험 성적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않았다.

보이지만, 반면에 병원에서 임상실습 과정으로 평가되는

물론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연구가 국외나 국내 모
두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과목에 대해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에는 이르지만, 포트폴리오 평가 자체의 포괄성을 감안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평가 방법

한다면, 기존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방법들과 적절

의 성적들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전체 과목의 성적과 비

한 연관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교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CPX 시험을 포함

부족하나마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한 가정의학과 실습이 시행된 시기가 주요과목의 임상실

있다. 물론 아직 정형화된 포트폴리오의 평가기준이 확

습을 모두 마친 4학년 1학기였고, 실습이 시행된 의과대

립되지 않은 점, 실제 실습 일정이 2주 동안이면서 그 기

학에서 가정의학과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

간 중 바쁜 실습 일정을 따라야 하므로 부족했던 준비 기

기 때문에 가능했다.

간, 혹은 실습에 참여한 시점이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가정의학과 실습 시기가 3월에서 8월 사이로 학

발생하는 준비 기간의 차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 공

생들마다 같지 않았던 점이 비뚤림(bias)으로 작용했을

유로 인해 발생하는 준비 요령의 차이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차이가 나는 실습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비

때, 그 연관성을 더욱 민감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

주요과목의 선택실습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과정

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필요할

의 차이 즉 특정 주요과목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

CPX나 포트폴리오 평가의 차이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대로 볼 때 포트폴리오 평가는 임상평가 도구들 중에 가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실습시기가 다른 소그룹마다 증례

장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여러 평가방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CPX 성적의 차이가 초래되는

법에 따른 성적이 심한 변이를 가진 경우에 이를 보정하

것을 막기 위해 매번 다른 증례를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방법으로 주

시험 직전까지 증례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었으며, 표준

목받을 수 있겠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화 환자를 외래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적절

비디오 모니터링 평가는 기존의 학년별 및 과목별 성

하게 훈련받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하였으며, 표

적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외 임상실습 또한

준화 환자와 교수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의사 4인이 팀이

학년별 성적과의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이 두 가지 임상

되어 평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표준화 환자

평가 방법 모두 다른 평가방법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

에 의한 평가에 비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최대한

았다.

보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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