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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has been widespread use of in-training examination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competence of residents. The result of in-training examination seems to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cy programs using feedback system, further.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cy program and the result of in-training examination.
Methods: Reports on the contents of residency program (82 programs) which were submitted
in 1999 and in-training examination scores of 516 family medicine residents in 1998 were linked
each other through the name of resident. Correlation analysis, t test, ANOVA analysis, an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Mean score acquired by residents of tertiary hospital residency program (59.4±7.79)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econdary hospital (56.4±8.45) among all three residency
years. Residents who have seen their own patients in ambulatory care

clinic (58.5±8.14) and

were given feedback by peer review of teaching faculty (60.2±7.71) acquired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compared to those who have not (56.1±8.35, 57.5±8.27). Residents in programs with
moderate ratio of the number of residents to teaching faculty acquired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compared to those with smaller or larger ratio; the score were 56.2±6.90, 59.2±8.64, 58.7±
7.90, 57.1±8.82 for the ratio of ≤3, 4-6, 7-9, and 9 <, respectiv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low correlation coefficients (less than 0.25) were observed between in-training examination score
and the period of rotation to learn family medicine, general medicine, dermatology, musculoskeletal problem, and the neuro-sensory problem. After controlling probable confounders,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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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residency, residency program in tertiary hospital, and the moderate ratio of residents to
teaching facul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better result of in-training examination.
Conclusion: For improving clinical competence of residents in family practice, limiting the
ratio between residents and teaching faculty in residency program to appropriate level and
substantiality in contents of hospital teaching rotation program should be needed.

Key Words: Medical education, Educational measurement, Clinical competence, Internship and
residency

서

론

연구대상 및 방법
1. 전공의 평가시험 자료 조사

교육평가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를 검정하는 과정으로 평가의 목

1998년도 전공의 평가시험에 응시해야할 대상자

표에 따라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나누어진

는 총 676명이었다. 이 중 전공의 평가시험에 응한

다.

전공의는 522명이었는데, 그 중 수련병원 실태조사

수련 중에 시행되는 전공의 평가시험은 여러 전

자료가 없는 6명을 제외한 516명이 본 연구의 최종

문과목에서 전공의 개인의 진료수행능력을 간접적

대상자로 이들의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중 총점과

으로 측정함으로써 수련 성취도를 평가하는 일종의

각 질병 분야별 점수를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

형성적 평가도구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

다.

아가 그 결과를 피교육자인 전공의 개인과 교육자

2. 수련병원 자료 조사

에게 되먹임함으로써 전공의의 진료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데도 활용되고 있다.

1

1998년도 한국 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의 목표는 전공의들의 진료

총 116개이었다. 이 중 1999년에 대한가정의학회 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

관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가정의학과 전공의

공의 평가시험은 전공의 개인의 성취도 뿐만 아니

수련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였고, 1998년도 전공의

라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도

평가시험 응시자가 있었던 병원은 82개이었다. 본

구로도 이용되어, 그 결과의 되먹임을 통해 전공의

연구에서는 이 82개 병원의 실태조사자료를 분석에

수련프로그램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

이용하였다.

2
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평가시험과 수

전국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는 대한가

련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전공의

정의학회에서 마련한 조사양식을 가정의학과가 개

평가성적을 획득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

설되어 있는 병원으로 우편 발송한 후 그 병원의 가

이 필요하겠다.

정의학과 지도전문의로 하여금 조사양식을 작성하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

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으로 시행한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와 가정의학 수

연구대상병원의 수련실태 조사 자료 중 본 연구

련실태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둘 사이의 연관성을

에 이용한 변수는 수련 프로그램내 전공의의 성명,

분석하였다.

전공의 개인의 수련 연차, 지도 전문의 일인당 전공
의 수, 병원 규모 (이차, 삼차), 전공의 외래 진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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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견 진료과목의 분야 분류
질병 분야

파견 진료과목

가정의학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건강검진

일반적 신체질환

내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마취과,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임상병리과, 일반외과

피부질환

피부과

근골격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클리닉,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신경 및 감각기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임신 및 주산기

산부인과

정신 및 행동

정신과

비뇨생식기

비뇨기과, 산부인과

설 유무, 전공의 외래 진료 후 증례토론회 유무, 각

환,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증상 및

진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파견수련기간 등 이었다.

징후, 손상 및 중독은 수련실태조사서의 전공의 파
견 수련과목명만으로는 실제 수련여부를 상세 분류

3. 분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 신체질환

전공의 성명을 매개변수로 하여 수련실태 조사

으로 통합 분류하였다. 질병 분야 중 의사소통, 지역

자료와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를 서로 연계시킨 후

의료, 가정의학 총론, 의료관리 및 연구분야도 가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의학으로 통합 분류하였다 (표 1).

t 검정과 ANOVA 검정을 통해 수련을 받고 있는

본 연구 대상이 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파견된

프로그램의 현황에 따른 전공의 평가시험결과의 차

진료과목은 총 26개 분야였으나 전공의 평가시험

이를 평가하였다.

문항분류 결과를 근거로 각 질병 분야와 연관성이

상관분석을 통해 각 질병분야별 점수와 수련을

있는 진료과목을 통합하여 8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위해 파견한 진료과목에서의 수련기간 간의 상관성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건강

을 평가하였다.

검진 담당과에 대한 파견은 가정의학 분야로 분류

전공의 평가시험 문항의 질병 분야와 파견 진료

되었다. 내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마

과목 분류는 전공의 평가시험 문항 출제를 담당하

취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임상병리과, 일반외과

였던 대한가정의학회 고시 위원들이 전문의 자격시

파견은 일반적 신체질환 분야로 분류되었다. 신경

험의 분류체계에 따라 시행한 문항분류 결과를 근

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파견은 신경 및 감

3,4

거로 하고,

수련실태조사서의 파견 수련과목명를

통해서 실제로 그 분야의 수련을 받았는가를 파악

각기 분야로 분류되었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파견
은 비뇨 생식기 분야로 분류되었다 (표 1).

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8개의 분

전공의 평가시험 총점을 결과변수로 하고 본 연

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는 본 연구의 저자 2명

구에서 조사한 자료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송윤미, 황인홍)이 시행하였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인 수련 연차, 병원 규모,

재분류 과정에서 전공의 평가시험 문항 분류의

지도 전문의 일인당 전공의 수, 전공의 외래 진료

감염 및 기생충 질환, 종양 및 혈액질환, 내분비질

개설 유무, 전공의 외래 진료 후 증례토론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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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의 평가 시험 결과
1년차
N

2년차

Mean

(SD)

N

3년차

Mean

(SD)

N

P 값§

전체

Mean

(SD)

N

Mean

(SD)

*

병원규모

0.001

이차병원

37

53.5

(8.66)

74

54.0

(7.11)

125

58.7

(8.50)

236

56.4

(8.45)

삼차병원

77

57.1

(6.55)

86

58.5

(6.43)

117

61.6

(8.84)

280

59.4

(7.79)

p=0.029

p=0.000

p=0.010

p=0.000

*

0.001

전공의 외래진료 개설
예

58

56.0

(6.83)

144

56.5

(7.17)

222

60.4

(8.60)

424

58.5

(8.14)

아니오

56

55.8

(8.11)

16

55.4

(6.41)

20

57.7

(10.4)

92

56.1

(8.35)

p=0.909

p=0.536

p=0.187

p=0.014

*

0.622

외래진료 후 증례 토론회
예

25

58.3

(6.62)

31

59.7

(6.95)

47

61.4

(8.58)

103

60.2

(7.71)

아니오

89

55.2

(7.57)

129

55.6

(6.91)

195

59.8

(8.80)

413

57.5

(8.27)

p=0.065
지도전문의 일인당 전공의 수 (명)

p=0.003

p=0.253

p=0.003

✝

0.009

≤ 3

33

54.8

(7.32)

39

54.8

54

58.0 (6.71)

126

56.2

4-6

54

56.8

(7.66)

68

58.1 (6.40)

☨

98

61.2 (10.0)

220

59.2 (8.64)☨

7-9

18

56.7

(7.05)

27

57.7 (7.01)☨

46

60.2 (8.54)

91

58.7 (7.90)☨

9 <

9

52.8

(7.36)

26

53.2

44

60.3 (8.06)

79

57.1

p=0.359†

(6.34)

(8.55)

p=0.006

p=0.168

(6.90)

(8.82)

p=0.003

*

P value was obtained by t test
P value was obtained by ANOVA test
☨
P value obtained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 0.05
†

§

P value was obtained by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각 진료 과목에 대한 파견수련기간 등을 독립변수

차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가 수련을 받고 있는

로 한 선형 중회귀 모델을 통해 평가시험 결과와 독

병원의 규모는 이차병원이 236명, 삼차병원이 280명

립적인 연관성을 갖는 변수를 평가하였다.

으로 그 분포는 삼년차일수록 이차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의하게 많았다. 외래진료 경험

결

은 전체 424명 (82.2%)에서 있었으며 1년차 58명

과

(50.9%)이 2년차 144명 (90%)이, 3년차 222명 (91.7%)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이 외래진료경험이 있어 연차가 높을 수록 유의하

1년차 114명, 2년차 160명, 3년차 242명으로 3년

게 많았다.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일인당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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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질병분야별 파견수련기간과 해당 질병분야별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의 상관관계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질병 분야

총점

가정의학

가정의학

0.2188*

0.1013*

피부

0.1908*

피부

0.1183*

임신 및 주산기

0.0598

정신 및 행동

0.1974*

신경 및 감각기

0.1511*

비뇨생식기

0.0805

비뇨
생식기

0.1108*

일차적 신체질환 0.1130*
근골격계

일반적
임신 및 정신 및 신경 및
근골격계
신체질환
주산기
행동
감각기

0.0676*
0.1715*
-0.0322
-0.0411
0.1437*
0.0145

* P value obtain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 0.05

수의 비가 3 이하인 경우는 126명 (24.4%), 4～6명

의 평균 점수는 3명 이하 (56.2±6.90)이거나 9명보

인 경우는 220명 (42.6%), 7～9명인 경우는 91명

다 많은 군 (57.1±8.8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17.6%), 9 보다 큰 경우는 79명 (15.3%)으로 4～6

연차별로는 2년차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

명인 병원에 속한 전공의가 가장 많았다. 외래 진료

찰되었다 (표 2).

후 증례평가회를 경험한 대상자는 103명으로 1년차

3. 수련기간과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의 연관성

는 25명(22.1%), 2년차는 31명 (19.4%), 3년차는 47명
(19.4%)으로 연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가정의학 (상관계수=0.1013), 일반적 신체질환 (상
관계수=0.0676), 피부질환 (상관계수=0.1108), 근골

2).

격계 질환 (상관계수=0.1715), 신경 및 감각기 질환

2. 수련현황과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의 연관성

분야 (상관계수=0.1437)에서 수련기간과 시험점수간

삼차 병원 근무자의 평균점수 (59.4±7.79)는 이차

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상관도는 0.25

병원 근무자 (56.4±8.4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미만으로 낮았다. 임신 및 주산기 질환 분야와 정신

이런 경향은 1, 2, 3년차 모두에서 같았다. 외래 진

및 행동 질환 분야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점수 (58.5±8.14)는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외래 진료 경험이 없는 (56.1±8.35) 대상자에 비해

전공의 평가 시험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각 연차별로는 두 군 간에

수련분야는 가정의학 (상관계수=0.2188), 일반적 신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래 진료 후 증례 토론회를

질환 (상관계수=0.1130), 피부질환 (상관계수=0.1908),

경험한 대상자의 평균점수 (60.2±7.71)는 경험이 없

근골격계 질환 (상관계수=0.1183), 정신 및 행동 (상

는 대상자 (57.5±8.2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계수=0.1974), 신경 및 감각기 질환 분야 (상관계

연차별로는 2년차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

수=0.1511)에서 수련기간과 시험점수간에 유의한

찰되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1인당 전공의 수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상관도는 0.25 미만으로

4～6명인 군 (59.2±8.64)과 7～9명인 군 (58.7±7.90)

낮았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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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형 중회귀 모델을 통해 평가한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갖는 요인
특

성

전
회귀계수

체
p 값*

연차
1 년차

1.00

2 년차

1.68

0.24

3 년차

5.39

0.01

삼차병원

3.71

0.00

외래진료경험

0.12

0.92

-0.34

0.76

외래진료 후 증례토론회
지도전문의 일인당 전공의 수
≤3

1.00

4～6

1.81

0.06

7～9

2.71

0.03

9 <

1.63

0.19

가정의학

-0.16

0.33

일반적 신체질환

-0.33

0.03

피부과학

1.10

0.16

근골격계

0.39

0.15

-0.97

0.30

정신 및 행동

1.07

0.04

신경 및 감각기

0.05

0.88

비뇨생식기

0.68

0.43

파견 수련기간

임신 및 주산기 질환

* P value was obtain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4. 전공의 평가시험결과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갖는
요인

일인당 전공의가 3명 미만인 경우에 비해 6～9명 (p
값=0.03), 3～6명 (p값=0.06)인 것은 전공의 평가시

선형 중회귀 분석 결과 1년차에 비해 3년차가, 이

험 결과와 비교적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정신과

차병원에 비해 삼차병원이 전공의 평가시험에 유의

파견근무기간이 긴 것은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와

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한 변수였다. 전공의 외래경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일반적 신체질환 분

험 여부와 외래진료 후의 증례토론회는 전공의 평

야로의 파견기간은 전공의 평가시험 점수와 유의한

가시험 결과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전문의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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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련을 받을 기회가 더 많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찰

전공의들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였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평가시험이 전공의

던 의학지식 수준을 분석과정에서 보정할 수 없었

들의 수련 성취도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는 타당

다는 제한점 때문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한 도구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가정의학회의 전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공의 평가시험은 학회차원에서 실시되며 전국적으

12
결과가 김창엽 등이 1996년도에 전국의 전공의들

로 모든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시험문항이 전문의

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의 적절성 조사에서 병상

고시를 위한 문제은행에서 무작위추출법으로 추출

규모가 더 작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련과

되며, 가정의학과 고시위원회 소속의 전문의들이 출

정의 질이나 양에 문제가 있음에 더 많이 동의하였

제를 하는 평가시험이다. 이런 시험 시행 방식은 가

고 연구 및 논문제출, 집담회, 윗년차 동료와의 토

정의학과 전공의 평가시험의 수련성취도 측정 도구

론, 외래 환자 진료가 전공의 수련에 도움을 주는

로서의 타당도를 지지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

는 전공의 수련 연차가 높을수록 전공의 평가시험

는 것과 일치하는 소견인 점에는 주의를 해야할 것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이 관찰되었는데, 이 점은 1년

으로 생각된다. 교육프로그램이 피교육자의 능력을

이나 2년의 수련기간을 통해 전공의의 진료능력이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

향상된다는 점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본 연구에서

하는 것은 교육 전 기본능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용한 전공의 평가시험 자료가 타당함을 직접적으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5
로 뒷받침해주는 소견이다. 전시영 등은 1997년도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파견기간과 평가

에 동일한 집단의 이비인후과 전공의에서 2년간 치

시험 문항 중 그 분야에서 얻은 점수의 상관성이 매

룬 자율평가고사의 성적을 비교하여 1년 후에 성적

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이 향상됨을 확인하고 자율평가고사 성적과 전문의

제한점인 수련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각 진료

자격고사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자율

과목에 대한 파견기간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전공의

평가고사는 형성적 평가 도구로서 타당성이 있음을

의 수련 내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가정의

인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회 전공의 평가시험의 타당도를 간접적으로 뒷받

평가시험 문항 분류나 파견과목의 분류에 대한 기

침해주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외국에서 보

존의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

고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과 수련중의 자율평가

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원인일 수도

6,7

고사의 연관성,

전문의 시험 결과와 의과대학 시

내과계의 전공의 수

8

련현황 조사를 통해서 보고한 바처럼 전공의 수련

절 및 전공의 수련기간 중의 수행도의 연관성, 임
9,10

14

있겠다. 그러나 박 윤수 등이

수기

교과과정이 전공의 수련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지

시험 (written knowledge)과 실제 진료수행능력을 평

못하고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인 질을

가하기 위한 다단계 임상시험 (multiple-station exami-

평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상 수행능력과 전문의 시험결과의 연관성,

11

전공의 평가시험이 대상자인

학과 수련프로그램도 어떤 진료과목이나 분야에 대

전공의의 진료수행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해낼 수 있

한 순환기간이라는 형식적인 면 뿐 아니라 그 기간

는 도구임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에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와 같은 매우 구체적

nation)의 연관성은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규모가 전공의 평가시험

인 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어져야할

결과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런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소견일 수 있다고 생

결과가 관찰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의과대학

각한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보다 큰 규모의 병원에서 수

본 연구는 단 일회의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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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순

기 위해서는 수련 프로그램내 전공의와 전문의 수

수하게 전공의 수련을 통해 향상된 진료수행능력을

의 비율을 적절한 규모로 갖추고, 각 과별 파견프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향후의 연구에서

그램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3년 연속의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를 조사하여

고 생각된다.

개별 전공의에서 순수하게 전공의 수련을 통해 향
상된 의료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전공의 수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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