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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high school attended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chool. We hypothesized that graduates of science or language high schools would achieve higher grades in science or humanity/social science courses during the early medical years because of their previous learning. In
addition, we hypothesized that this difference would lessen throughout medical school.
Methods: The academic scores of 94 students who graduated from E medical school were
analyzed. Of the 94, 79 students graduated from general high-schools, 8 were from special science high schools, and 7 were from special language high schools. The academic scores for 13
courses were analyzed: 4 from the pre-medical phase, 3 from the pre-clinical phase, and 6 from
the clinical phase. Among the 13 courses, 8 (Information & computing, Genetics, Biochemistry,
Doctoring, Internal medicine, Reproduction medicine, Internal medicine clerkship, and Obstetrics
& gynecology clerkship) were categorized as science courses, while 5 (Philosophy, Behavior science, Preventive medicine, Psychiatry, and Psychiatry clerkship) were categorized as humanity/social sciences courses.
Results: The graduates of the language high schools obtain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Genetics (premedical) and Psychiatry clerkship (clinical). The differences in the 11 other subj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linical phase, the science high school graduates had
slightly higher grades in the lecture courses while the language high school graduates obtained
higher scores in the clerkship courses.
Conclusion: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type of high school the students 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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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교과목 성취도

서

론

고등학교 졸업 후 6년간 의과대학에 다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거의 없기에

입학 당시 학생의 특성이 향후 학업성취도에 미

고등학교에서 의과대학 이수과목에 대한 선행학습

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학생지도에 중요한 부

의 효과를 연구한 문헌은 없으나, 고등학교 때의 학

분이다. 국내 의과대학의 신입생 선발은 최근 의학

과목 성적, 대학입학시험 성적과 의과대학에서의 학

전문대학원으로의 학제 변경에 따라 많은 대학이

업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수 발표되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기존의 의예

(Lipton et al., 1988; Frischenschlager et al., 2005).

과(premedical)-본과 과정을 고수하여 고등학교 졸업

지금까지 발표된 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많다. 국내 고등

1980년대 이전에는 학부에서의 선행학습과 의과대

학교는 크게 일반고와 과학고, 외국어고로 대표되는

학의 학업성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의과대학

상관이 없다는 보고가 혼재되어 있어 결론을 내리

입학생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은 부분

기 어려웠다 (Hamberg et al., 1971; Thomae-Forgues

을 차지하기에 이들이 일반고 졸업생과 비교하여

et al., 1980). 그러나 1980년 이후의 문헌에서는 학

의과대학에서 학업성취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부에서의 의과대학 이수과목 선행 학습여부, 해당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의 성적 등은 의과대학 초반에는 약간의 상관관

그러나 국내에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출신학생의 의

계를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의과대학 후기

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과목별로 비교한 문헌

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지배적이었다

은 발표되지 않았다.

(Canaday & Lancaster, 1985; Hojat et al., 1990;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특히 과학고의 경우는 과

Koenig, 1992; Smith, 1998).

학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선행학습이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은 서양과 매우 다르며 의과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는 의과대학 교과

대학의 위상과 교과과정 등도 외국과 상이하다. 더

과정, 특히 의예과와 전임상과정 (preclinical)의 일

욱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는 외국에서는

부 교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라 할 수 있다. 초, 중

매우 드문 경우이기에 외국문헌에서도 특수목적 고

등교육과는 달리 의학교육에서 선행학습의 효과는

등학교 졸업생의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연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학대학원 제

구한 경우는 없었다.

도이므로 학부시절에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과 인

본 연구의 가설은 과학고 출신의 학생은 입학 초

문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의 의학대학에서의 학업

기에는 과학과목에 강세를, 외국어고 출신학생은 입

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

학 초기에 인문, 사회적 성격이 강한 과목에 강세를

왔다 (Dickman et al., 1980, Koenig, 1992). 또 학부

보이지만 학년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는 없어질 것

시절 생화학, 유전학 등 의학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이라는 것이었다. 이 가설의 근거는 1) 기존의 외국

을 이미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

연구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결과는 국내에서도 적용

하여 해당과목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비교한 연구도

될 것이라는 점, 2) 의과대학의 이수 과목은 의예과

발표되었으며 (Canaday & Lancaster, 1985), 의과대

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히 과학고)의 선행학

학 입학 전에 이수한 예비학교의 성격을 가진 과정

습과 관련된 과목이 많지만 전임상과정, 임상과정을

(postbaccalaureate course)에서 역시 의과대학에서

거치며 점차 직접적 관계가 거의 없는 과목을 배우

이수할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의

게 되므로 선행학습의 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추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연구도 여

론, 그리고 3) 국내의 특목고가 진정한 의미의 학생

러 편 발표되었다 (Hojat et al., 1990, Smith, 1998).

의 잠재력을 조기 개발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과

유럽과 호주의 경우에는 한국의 학제와 유사하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실상 일반고와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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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Kwon et al.,

를 평가하고 실습은 지식과 술기, 그리고 태도를 모

1995; Yuk, 1995).

두 평가하는 과목이기에 강의와 실습의 성취도를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가

별도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교과목이 자연

진 특색에 맞추어 의과대학에서 상이한 학업성취도

과학적 성격이 강한지 혹은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

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과학

한지를 미리 결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철학, 생

고 학생은 의과대학 진학 후에도 자연과학 계열의

화학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목도 있지만 예방의

과목에서 우수성을 유지하는지, 외국어고 출신 학

학, 임상의학입문, 그리고 임상과목인 내과, 정신과

생은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등은 과연 어느 정도가 자연과학적 내용이고 어느

과목에서 우수성을 유지하는지를 고등학교의 유형

정도가 사회과학적 내용인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

별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로 비교, 분석하고자

다. 본 연구에서는 Lipton 등이 발표한 varimax rota-

한다.

tion of grade 분석에서 정신사회적 부분이 30%를
넘는다고 발표된 예방의학과 정신과를 사회과학적

대상 및 방법

측면이 강한 과목으로 선정하였다 (Lipton, et al.,
1988).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을지의과대학을 졸업

평가의 방식은 의예과 과정에서는 유전학, 철학,

한 학생 중 학사학위 소지자, 외국인 특례전형 입학

행동과학은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하였고 정보전산은

생,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94명의 의과대

필기와 실습평가가 같이 시행되었다. 전임상과정은

학 성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일

예방의학은 필기시험만으로 이루어졌고 생화학은 실

반고 출신이 79명, 과학고 8명, 그리고 외국어고 출

습평가가 반영되었다. 임상의학입문은 필기시험 50%,

신이 7명이었다.

임상수기 센터에서 실습과정 평가가 50%로 구성되었

분석 대상 과목은, 의예과에서는 전적으로 지식

다. 임상과목의 실습 평가는 지도의사 (preceptor)에

분야만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과목으로 자연과학계

의한 직접적 관찰, 수기평가, 발표 등이 내과, 정신

열의 정보전산과 유전학, 사회과학 계열의 철학과

과, 산부인과 모두 50%를 차지하였다. 산부인과 실

행동과학을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술기와 태도의 경

습은 2004년, 2005년 졸업생의 경우 객관구조화진

우에는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과목이 없

료시험, 포트폴리오, 발표 등이 포함되었다. 객관구

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임상과정에서는 자연

조화진료시험은 4개의 시험실 (station) 중 3개는 표

과학 계열의 생화학, 사회과학 계열의 예방의학을

준화 환자를 이용한 병력청취, 임상적 추론 (clinical

지식 분야의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고, 술기와 태도

reasoning) 능력을 평가했으며 1개는 내진, 봉합 등

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의학입문을 선정하

의 술기를 평가하였다. 발표에는 임상적 질문에 대

였다. 예방의학은 사회과학적 성격 이외에 자연과학

해 문헌을 검색하고 문헌의 증거능력을 평가하여

적 성격도 강하지만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한 과

현시점에서 최선의 정답을 찾아 발표하는 증거중심

목으로 간주하였다. 본교의 교과과정은 역학, 산업

의학 실습이 2회 포함되었다. 또 모든 교수, 학생

보건, 의료 전달체계 및 행정이 포함되었다. 임상과

담당 전공의 4명, 간호사 2명이 태도와 지식, 술기

목 (clinical)에서는 지식 부문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

등 해당되는 부분의 평가에 참여하였다. 내과와 정

내과, 생식의학, 정신과 강의를, 술기 및 태도의 성

신과 실습은 출석, 발표, 임상에서의 직접관찰로 구

취도 평가를 위해 내과학 실습, 산부인과학 실습, 정

성되었다. 정신과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 종료 시점

신과학 실습을 선정하여, 총 3개 수준에서 13개 과

에서 환자 면담 평가 1회가 실습 성적의 20%를 차

목의 성적을 분석하였다. 특히 내과, 정신과, 산부인

지하였다.

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강의는 전적으로 지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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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Number of Students, Average Age at Entrance of Medical School, and Type of High School
Number of students

Type of high school
General
Science
Language
Total

Total

Male

Female

79
8
7
94

48
7
3
58

31
1
4
36

Average age at entrance
19.34±0.99
18.75±0.71
18.57±0.79
19.24±0.88

량화하였다. 의과대학은 학년제로 운영되어 한 과목

었으나 학생들은 6년 동안 총 78~81개의 과목을 이

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므로 유급생의 경우는 유

수하였다. F학점을 받은 학생 수는 일반고 졸업생

급을 했던 학년의 성적을 적용하였다. 평균 점수는

79명 중 31명 학생이 (39.2%) 최소한 한 과목 이상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일반고,

에서 F학점을 받았다. 과학고 졸업생 8명 중 1명이

과학고, 외국어고의 3군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 분석

한 과목에서만 F학점을 받았으며, 외국어고 졸업생

(ANOVA) 검정과 다중 비교 방법인 Duncan post-hoc

의 경우에는 F학점이 없었다.

test를 적용하였다. 분석 이전에 K-S test로 정규 분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

나. 의예과 및 전임상 과정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비교

었다.
또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총 13개의 분석 대상과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과목의 경우,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는 의예과 2학년의 유전학과 의학과 4학년의

성별, 나이, 고등학교의 종류 등 3가지 변인이 성적

정신과학 실습 등 2과목이었다. 유전학은 외국어고

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졸업생의 성적이 일반고 보다 높았으며, 정신과학

였다.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

실습에서 외국어고 졸업생이 과학고 졸업생보다 높

한 차이로 정의하였다.

은 성적을 나타냈다. 13개의 분석대상 과목 중 철학,
생화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학생의

결

과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외 11개 과목의 성
적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 일반적 사항

의예과 2년간의 성적을 비교하면 1학년에서는 자

입학 연령은 일반고는 19.34세, 과학고, 외고의 경

연과학 계열 과목인 정보전산, 인문학 계열 과목인

우 각각 18.75세, 18.57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철학에서 과학고와 외고 졸업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

성별은 여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졸업생은 39.2%,

가 없었다. 2학년 자연과학 계열 과목인 유전학에서

과학고 졸업생은 12.5%, 외국어고 졸업생은 57.1%

는 과학고 졸업생의 성적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유

로 과학고 졸업생의 여학생 비율이 낮았다 (Table I).

의하게 높았으며 (3.37 대 2.45), 사회과학 계열 과목

입학 당시의 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점수 및 면접

인 행동과학에서는 외국어고 졸업생이 과학고 졸업

점수에는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간에 아무런 차

생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3.39 대 2.89).

이가 없었다.

전임상 과정에서는 자연과학 계열 과목인 생화학

연구 해당 기간 동안 교과 과정에 약간의 변동이

과 사회과학 계열 과목인 예방의학에서 모두 과학

있었기에 학생에 따라 이수 과목에 차이가 다소 있

고 졸업생이 일반고, 외국어고 졸업생에 비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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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Average Grade of Subjects by Type of High School

Premedical

Year

Subjects

M1
M2
M3
Preclinical
M4
Clinical
(lecture)
Clinical
(clerkship)

M5

M6

Type of high school
General

Science

Language

Information & computing
Philosophy Genetics
Behavior science

2.55±0.43
3.47±0.32
2.45±0.50
2.92±0.62

2.89±1.08
3.50±0.67
3.00±0.60
2.80±0.91

2.96±0.55
3.57±0.64
3.37±0.51*
3.39±0.45

Biochemistry
Preventive medicine
Doctoring

2.96±0.26
2.77±0.38
3.40±0.59

3.38±0.66
2.96±0.54
2.75±0.45

2.96±0.58
2.47±0.50
3.09±0.50

Internal medicine
Reproduction medicine
Psychiatry

2.90±0.61
2.68±0.63
3.14±0.34

3.16±0.54
2.50±0.97
3.58±0.52

2.73±0.96
2.29±0.75
2.76±0.61

Internal med. clerkship
Obstetrics & gynecology clerkship
Psychiatry clerkship

2.70±0.44
3.11±0.31
3.10±0.45

2.88±0.86
2.99±0.35
2.59±0.29

3.01±0.38
2.77±0.57
†
3.33±0.67

Total

2.93±0.41

2.99±0.52

2.98±0.56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and language, p<0.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language, p<0.05.

General
Science
Language

Psychiatry

4.00
3.00
2.00
1.00
0.00
Fig. 1. Score comparison of lecture and clerkship in psychiatry by type of high school.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language high schools.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임상의학 입문은 일반고 졸

과에서 외국어고 졸업생에 비해 약간 높은 성취도

업생이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II).

를 보였고 (내과: 3.16 대 2.73, 정신과: 3.58 대 2.76)

다. 임상과목에서 강의 및 실습의 학업성취도의 비교
임상과목 중 강의는 과학고 졸업생이 내과, 정신

생식의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 실습
의 경우에는, 외고 졸업생이 내과학 실습에서 일반
고 졸업생에 비해 약간 높은 성취도를 (3.01 대 2.70),

- 105 -

의과대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교과목 성취도

정신과학 실습에서 과학고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검정고

높은 성취도를 보였고 (3.33 대 2.59) 산부인과 실습

시 출신이 있으며, 지방의대의 경우 농어촌 특례전

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

형에 의한 농촌지역 고교출신, 재외국인 특례전형에

라. 성별, 나이, 고등학교의 유형이 유전학, 정신과
실습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의한 외국의 고등학교 출신 등이 입학한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의과대학 교육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성별, 나이, 고등학교의 종류 등 3가지 변인을 독

해결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립변수로 하고 유전학, 정신과 실습 성적을 각각의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를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고등학교 성적과 의과대학

유전학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종류 (p값: 0.001)와 성

에서의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문헌은 몇 개가

별 (p값: 0.021)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

발표되었다 (Frischenschlager et al., 2005; Lipton et

며 나이 (p값: 0.244)는 관련이 없었다. 정신과 실습

al., 1988).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과 의과대학

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종류 (p값: 0.005)만이 학업

성적에는 관련이 깊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별 (p값: 0.236)과 나이

장이 나뉘는데 이는 각 나라의 의과대학 신입생 전

(p값: 0.403)는 관련이 없었다.

형 방법, 신입생의 인종적, 학문적 다양성의 정도,
의과대학의 위상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고

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나. 의예과 및 전임상 과정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가.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과 의과대학 학업성취도

비교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집단이 의과대학에 진학하였다. 그

미국의 경우 이전에는 뚜렷한 연구 결과 없이 막

러나 국내 의과대학의 유급빈도는 북미의 의과대학

연히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이나 화학계열을 전공한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원인을 추측해 보

학생이 의과대학 수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에

면 국내 의과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

근거하여 많은 의과대학이 자연과학을 전공한 신입

키는 데에는 관심이 많으나 선발하는 학생이 향후

생을 선호하였고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

의과대학의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다. 1968년 Korman 등은 의과대학은 학부에서 자연

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

과학을 전공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이다. 따라서 입학 성적은 우수하지만 의과대학에

않으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할 것을 최초로

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입

주장하였다 (Korman et al., 1968). 그 후 Gough는

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발 당시 학생이 가진

의과대학 입학생의 과학 과목의 대학 시절 성적과

배경에 따라 향후 의과대학에서 나타낼 학업 성취

의과대학 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을 의과대학 성적과

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배경 요인을 의예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Gough, 1978). 예

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학업성취도가 불

상외로 과학 과목의 성적은 의과대학 1, 2학년의 성

량한 학생의 학업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적과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3, 4학년의
성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또 1980년 이후의 몇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Vu et al., 1987).
본 연구는 입학 당시의 특성 중 고등학교의 종류

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부시절에 생화학, 해부학,

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 국내 의과대학 입

발생학, 조직학 등 의과대학의 전임상 과목과 매우

학생의 출신학교는 매우 다양하다. 학부를 졸업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이런

학사편입을 제외하고도 의예과 입학의 경우 평준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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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Canaday & Lancaster, 1985). 이에 대한 설

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의예과 과목만을 분석한

명으로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연과학 계열의 과목에

결과 의예과 1학년의 경우 과학고 학생의 성적이 일

흥미나 특기가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반고 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과학 분야 과목의 성적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우가 많고

이 높았으나 예과 2학년에서는 출신 고등학교에 따

또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자신이 학부에서 경험한

른 차이는 없었다 (Kim et al., 2002). 기존 연구와

과목에 대해서는 학습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 모두 일개 의과대학의 결과이므로 학생의

주장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의 결과에도 동

입학성적, 교과과정, 평가방법 등의 차이가 다른 결

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국

연구에 의하면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고

내연구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목이 포

등학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12~14%에 불

함되었으나 본교의 교과과정에는 수학은 없으며 물

과하였다 (Lipton et al., 1988). 의학대학원의 경우는

리학 대신 생물리학을 가르치므로 교과과정의 차이

학부과목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은 23%라는 보고도

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있다 (Ferguson et al., 2002). 이는 학업성취도의 대

다. 임상과목에서 강의 및 실습의 학업성취도의 비교

부분은 학문적 배경보다는 의과대학에서의 학습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된다. 또 의과대학에서 한 과

연구 가설과 다른 연구 결과로는 정신과의 임상

목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

실습에서의 학업성취도가 과학고 출신에 비해 외국

할 확률도 별로 높지 않았다. 즉 공통적 중요사항

어고 출신 학생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한 13개 과목

(common core)이 의과대학의 여러 과목 사이에 별

의 평균은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차이가 전혀 없지

로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

만 (2.99 대 2.9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절 과학이나 영어의 능력이 의과대학의 수많은 과

유전학과 정신과 실습 성적은 외국어고의 성적이

목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높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과학고출신의 대부

생각할 수 있다.

분이 남학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석 결과 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비교적 고등학교 졸업 직

전학의 경우는 출신학교 이외에 성별 변인도 성적

후라고 할 수 있는 의예과 1, 2학년에서 졸업한 고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런 설명이

등학교의 유형과 과목 성적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

가능하다. 국내 의과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학생

계가 없었다. 한 예로 자연과학 계열인 정보전산의

들의 성적이 높으며 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 불량학

경우 차이는 매우 작지만 오히려 외국어고 졸업생

생의 대부분이 남학생인 경우가 많다 (Ahn et al.,

이 약간 점수가 높았다. 전임상과정에서도 사회과

2000; Kim et al., 2002). 그러나 정신과 실습의 경우

학적 성격이 강한 예방의학의 성적이 과학고 졸업

에는 성별과 나이는 성적과 무관하고 출신 고등학

생에서 더 높았다. 그리고 의예과 및 전임상 과정

교만이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예상과 다른 가

의 7개 과목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장 중요한 결과는 임상과목의 경우 외국어고 졸업

이를 보인 유전학의 경우도 외국어고의 선행학습

생이 강의에서는 낮은 성적을 나타냈지만 같은 과

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의 임상 실습에서는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것

차이는 우연한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

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특정 학문을 많이 이수

각된다. 전체적으로는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이수과

한 것은 의과대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무관하다는 근

목 혹은 이수시간의 차이는 의과대학에서의 유사한

간의 여러 연구 결과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과목의 학업성취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

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하거나 이를 설명할 수

을 수 있다.

있는 연구도 일부 발표된 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

국내 연구로서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보고가 발

아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면 의과대학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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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시험에서 의과대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깊은

습의 경우 두개의 부속병원으로 학생들이 나뉘어

과목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el Mouzan, 1992).

실습하였는데 첫 2년간은 한 병원에서 평가의 척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어가 아랍어이고 영어는 제일

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수기나 태도의 평가

외국어에 해당된다. 또 호주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점수가 모든 학생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의하면 임상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나타났다. 즉 태도, 술기의 평가를 적절히 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목은 자연과학 과목이 아닌 영어로 나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 평가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타났다 (Lipton et al., 1988; Parker, 1993). 호주에서

생각되며, 2) 그 후 2년간은 수기, 태도 평가의 항목

의 연구이므로 한국에서는 국어에 해당하지만 세계

이 분명히 제시되었으나 증거중심의학 등 너무 높

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많은 부분이 영어로 혹은 영

은 수준을 요구하여 여학생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

어단어를 매개로 교육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

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라

의학교육에서 영어의 의미는 국내에서는 영어과 국

고 생각된다.

어를 종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신과 실습은 본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측면이

본 연구에서도 외국어고 출신 학생이 임상과목의

강하며 또 지식이외에 술기와 태도를 평가하는 과

학업성취도, 특히 임상 실습의 성취도가 우수하게

목이었다. 따라서 외국어고의 졸업생의 장점이 나타

나타난 것은 위에 언급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날 가능성도 있으나, 고등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의 강

생각된다.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될 것이라는 가설과는

이들 연구에서 임상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영어 (혹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정신과 실습의 평가에서 환

은 언어과목)의 관련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임상

자와의 면담 등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평가

과목은 의사와 환자, 의사와 타 의료부문 종사자들

항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술한 바처럼 학생

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의 적성과 성격 그리고 선행학습의 결과로 의사소

연구와 전술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통 기술이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우수하기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우수한 영어 (혹은 언어) 능력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

이 의과대학 후반까지 지속되어 의사소통에 강점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국어고 졸업생이 대인관계

가진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나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지 직접적인 측정방법을

외국어고 졸업생의 영어 능력 자체는 의과대학 후

사용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반까지 지속되지 못하지만 성격, 적성 상 의사소통

러한 측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간접적 방법으로 출

기술에 장점을 가진 학생들이 외국어고에 진학해서

신 고등학교에 따라 동아리 활동 등 학생활동의 양

이들의 능력을 고교시절에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기

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부분의 성취도는 필기시험으

설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높

로 평가되었으며, 술기와 태도 부분의 성취도는 특

은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임상과목 중 내과와 정신과는 외국어고 졸업생이

정과목에서만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이 적용되었고 대

강의에서는 성적이 낮고 실습에서는 성적이 우수했

부분 평가자의 직접 관찰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

지만 산부인과의 경우는 강의와 실습에서 차이를

수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는 여학생들이

성을 유지했다고 생각된다.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서 태도, 술기 부분에서

라. 결론

여학생이 장점을 가지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외국어고 졸업자가 비교적 낮은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과학고와 외국어고

성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 산부인과 실

출신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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