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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진료수행 시험 상황을 재연하여 실제 의사가 채 한 결과와 표 화 환자가 채 한 결과의 차이

가 있는지, 첫째 날 응시한 학생과 정보가 노출된 둘째 날 응시한 학생의 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  

의과 학 4학년 101명이 4가지 세트(본태성고 압, 수면장애, 기분 하, 무월경)로 구성된 진료수행 시험

에 응시하 다. 학생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표 화환자 채  세트와 의사 채  세트로 구성된 평가 일정 

하나에 무작 로 배정되었다. 각 진료수행의 평가지침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환자의사 계, 진찰

태도로 역을 구분하여 구성하 다. 각 상황별, 역별 성취 수를 표 수로 변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 다.  

모든 역에서 여학생의 성취 수가 남학생의 성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화 환자가 채 한 

집단과 의사가 채 한 집단의 평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425). 연속되는 시험일자  둘째 날 응시한 

군이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채 자의 신분에 따른 평가 결과

에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표 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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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coring results by 

scorer(doctors and standardization patients) and examination dates. A total of 101 students in the 

fourth grade of medical school participated in four clinical practice test.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day-1 or day-2, which was consisted of a standardized patient scoring set or 

a physician scoring set. Station checklists consisted of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patient education,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nd clinical courtesy. The achievement scores of 

each case and each domain were converted to the standard scor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compared. 

Female students' achievement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students' 

achievement scores in all domai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ans by the 

standardized patients' group and doctors group. Day-2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day-1 

group in both of history taking and physical examination domains. If the principles of checklist 

are clearly defined, the scorer status (either physician or standardized patients) does not 

determine the difference of students’ practice test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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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과 학의 술기 역량 평가는 특정 의료술기의 수행 

능력을 보는 객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 

uredclinical examination, OSCE)과 특정 문제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임상 수행 능력의 반을 확인하는 진

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으

로 구성된다. 그  진료수행시험은 실제 임상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포 인 임상 수행능력을 측정하여 

환자-의사 계, 정보통합 능력,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다[1].

진료수행 시험을 비한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이 먼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술기를 습득하고, 모의 환자

를 활용하여 진료를 연습하는 방식이다. 임상실습에서

는 실제 환자의 진료에 직간 으로 참여하여 의사로

서의 역량을 습득한다. 진료수행 역량 평가는 시기와 

목 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가장 일반화된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정 술기의 시

행 여부와 정확성  숙련도를 수화하여 체크하는 방

식으로, 술기나 진료의 과정을 동일한 기 으로 채 한

다는 에서 평가자의 임의성을 배제한 객 성을 확보

한다. 

한, 진료수행 시험을 실시하기 해서는 여러 채  

교수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분 임상교수의 

일정을 고려하면 실 으로 수십 명의 교원을 동시에 

채 자로 활용하기 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표 화환자를 채 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 인 상

황이다. 표 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란 실제 

환자와 비슷하게 그리고 일 성 있게 진료 상황을 재

해 낼 수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을 의미한다[2]. 이러

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표 화 환자와 교수 간의 

평가의 일치도이다.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표 화 환

자와 교수들이 평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3][4] 표

화 환자와 교수의 평가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

과가[5] 혼재한다.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증례

에 응시하면서 채 자가 표 화환자인지, 의사 교수인

지에 따라 다른 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

한다.  

진료수행 평가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완벽히 

통제될 수 없는 시험 상황에서 동일한 임상수행이 세

되어 평가를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차이이

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별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표 화 환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증례가 개발되면 

이에 맞춰 표 화 환자를 교육하고 연기에 투입하는 것

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학이 필요한 수

만큼 표 화 환자를 활용하여 여러 세트의 진료수행을 

수행하는 것에는 물리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험생이 

많아지면 동일한 증례에 해 표 화 환자와 스테이션

을 필요한 만큼 여러 세트 복제하지 않는 한 며칠 동안 

연속 으로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실이다[6].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을 철 히 유지하여 체크리스

트의 내용에 해 기 을 지키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

해도 먼  평가를 받은 학생이 나 에 평가를 받는 학

생에게 자신이 평가받은 내용에 해 함구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일이다[7]. 이러한 물리  한계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날짜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 인 의심으로 종종 평가의 공정

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시험의 시 과 련한 해외 연구 사례는 부

분 시험 날짜가 성 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비하다

고 보고한다[7-10]. 국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보

달은 진료수행 평가 성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

히면서, 먼  평가를 받는 학생이 나 에 평가를 받는 

학생들에게 달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11]. 그러나  다른 국내 의과 학의 연구 사례에

서는 정보 공유 상황에서 시험 일자가 뒤로 갈수록 직

선으로 성 이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12]. 

진료수행시험에서 기존의 채 자의 신분과 시험 일

자에 따른 채  결과의 차이는 채 자간 수의 일치도

를 확인하거나, 시험에 한 정보공유 상황에서의 결과

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채 자의 요소나 시험 일자가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리 인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요소에 따른 학생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 그 사실

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진료수행 시험의 실시과정에서 물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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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한요소로 불가피하게 용되고 있으나 공정성 

문제가 꾸 히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하여 

집단 간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목

이다. 통상 으로 사용하는 모의시험 양상을 재 하

여 채 자 요소에 따른 집단 간 성  결과의 차이가 있

었는지, 시험 날짜에 따른 집단 간 성  결과의 차이가 

있는 지, 차이가 있다면 평가의 어떤 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일개 의과 학에 재학 인 본과 4

학년 학생 101명이다. 평가 상 학생들은 4개의 시험 

구성  하나에 랜덤으로 배치되어 응시하도록 하 다. 

진료수행시험의 문제 상황 4개는 지역컨소시엄을 통해 

제공 받은 것으로 ‘본태성 고 압’, ‘수면장애’, ‘기분

하’, ‘무월경’ 증례이다. 

증례별 표 화 환자는 지역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

는 12명이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배정되어 교육받았다. 

이  8명의 표 화 환자는 4세트씩 2개로 이루어진 시

험장에서 환자 연기를 수행하 다. 채 자는 표 화 환

자 채  군에 나머지 4명의 표 화 환자가 교육받은 진

료상황에 배정되어 평가를 담당했고, 의사 채  군에 4

명의 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이 참여하 다. 모의시

험 형식으로 치러진 시험은 1일차, 2일차로 나 어 시

행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시험 시작  정보통제에 한 

교육은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1.1 시험 일자에 따른 성별의 분포

의학과 4학년 총 101명이 시험에 응시하 다. 상자

의 평균 나이는 26.2세 고, 남학생은 75명(74.5%), 여

학생 26명(25.7%)이다. 첫날 의사 채 자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은 총 27명(49.1%), 표 화 환자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은 총 28명(50.9%)이고, 둘째 날 의사 채 자

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은 총 24명(52.2%), 표 화 환자

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은 22명(47.8%) 이었다[표 1].

표 1. 채점 날짜와 채점자에 따른 성별의 분포        N(%)

첫째날 둘째날

의사채
자

표 화
환자 
채 자

총합
의사채
자

표 화환
자 
채 자

총합

남
학생

22
(81.5)

21
(75.0)

43
(78.2)

16
(66.7)

16
(72.7)

32
(69.6)

여
학생

5
(18.5)

7
(25.0)

12
(21.8)

8
(33.3)

6
(27.3)

14
(30.4)

총합
27

(49.1)
28

(50.9)
55

(100)
24

(52.2)
22

(47.8)
46

(100)

2. 평가방법   

진료수행평가는 8개의 방에 4가지씩 진료수행 상황

을 차례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입실하여 

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상황별 응시시간

은 문제 확인 1분, 환자 면시간 10분이고 사이시험은 

시행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평가는 채 자가 실시간 입

실한 상태에서 채 이 바로 이루어져 시험이 종료된 후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수를 합산하 다. 각 상황별 

역 수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환자의사

계, 신체진찰태도로 구분되어있고, 병력청취는 ‘ ’가 3

, ‘아니오’는 0 이고, 신체진찰은 ‘제 로 함’ 3 , ‘제

로 못함’ 1 , ‘하지 않음’ 0 , 환자교육은 ‘우수’ 2 , 

보통‘1’ , ‘미흡’ 0 , 환자의사 계는 ‘아주 우수’ 4 , 

‘우수’3 , ‘보통’ 2 , ‘미흡’ 1 , 신체진찰태도는 ‘아주

우수’4 , ‘우수’3 , ‘보통’2 , ‘미흡’ 1 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의 구성과 비 은 표와 같다[표 2]. 

표 2. 상황별 체크리스트 구성 및 비중                  N(%)

본태성 
고 압 

수면
장애

기분
하

무월경
역별 
총   

병력청취
39

(41.1)
42

(44.7)
50

(52.6)
66

(70.2)
197
(52.1)

신체진찰
24

(25.3)
12

(12.8)
10

(10.5)
12

(12.8)
58

(15.3)

환자교육
8

(8.4)
16

(17.0)
15

(15.8)
12

(12.8)
51

(13.5)

환자의사
관계

20
(21.1)

20
(21.3)

20
(21.1)

4
(4.3)

64
(16.9)

진찰태도
4

(4.2)
4

(4.3)
8

(2.1)

총점
95

(100)
94

(100)
95

(100)
94

(100)
3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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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응시한 학생들의 각 성취 내용은 기본정보인 성별을 

포함하여 응시날짜, 채 자 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고, 각 학생들은 체크리스트에 배정된 수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 수의 평균치와 표 편차를 작성하

다. 역별 비교에서는 4개의 진료수행 상황에 배정된 

총 수에 얼마를 성취했는지 산출하여 성별, 시험 일

자, 채 자 군에 따라 나 어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

이를 비교하 다. 각 상황별, 역별 비교에서는 각 평

가 역을 표 수로 변환 합산하여 t-test를 통해 집

단 간 차이를 비교하 다. 결과 분석은 SPSS ver. 24 

한 을 이용하 으며, 유의성은 p-value 〈 .05 이다.  

Ⅲ. 연구결과 

1. 진료 수행 총점에 따른 차이

1.1 총점에 따른 결과의 비교

학습자 기본 특성과 시험 일자, 채 자간의 총 의 

차이를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총 의 차이는 여학생이 

311.12±34.10 , 남학생이 280.76±40.93 으로 여학생의 

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고([그림 1], p=.001), 

시험 일자에 따른 차이는 첫째날의 총 이 278.45±41.8

이었고, 둘째날이 300.7±37.7로 더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2], p=.007). 채 자간

의 차이는 의사 채 자는 291.60±43.09 이고, 표 화 

환자 채 자는 285.37± 39.5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3], p=.452).

그림 1. 성별에 따른 총점의 차이

그림 2. 시험 일자에 따른 총점의 차이

 그림 3. 채점자간 총점의 차이

1.2 시험 일자에 따른 성별 및 채점자간 총점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시험일자별 차이는 첫째날 여학생이 

수가 더 높았고(p=.008), 둘째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채 자간 시험 일자별 총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3].

표 3. 시험일자에 따른 성별 및 채점자간 차이

첫째날 둘째날

M±SD P M±SD P

성별
여학생 306.1±35.3

.008
315.4±33.8

.079
남학생 270.7±40.5 294.2±38.0

채
점
자

표준화
환  자

278.2±39.9
.958

294.2±38.2
.272

의  사 278.8±44.3 306.6±37.1

2. 진료수행시험의 상황별 결과의 비교 

4가지 상황별로 총 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가지 상황 모두 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시험 일자에 따른

차이는 둘째날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수가 본태성고



진료수행 시험에서 채점자 및 시험 일자에 따른 결과 차이 349

압, 수면장애, 기분 하의 세 가지 상황에서 첫째날 시

험을 본 학생의 수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고, 채 자 간의 차이는 4가지 상황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상황별 결과의 비교 

본태성
고 압

수면장애 기분 하 무월경

남학생 48.6±10.1 48.0±9.9 48.4±10.4 48.8±10.9

여학생 54.2±8.6 56.0±7.9 54.8±7.1 53.5±9.1

p .012 .000 .004 .041

첫째날 47.1±9.8 48.3±10.2 47.9±10.5 48.6±10.1

둘째날 53.5±9.4 52.7±8.3 52.4±9.0 51.6±9.8

p .001 .023 .026 .139

의사채점자 51.2±9.8 51.9±9.5 48.5±11.3 51.3±10.5

표준화환자 
채점자

48.7±10.3 48.6±9.5 51.6±8.4 48.6±9.5

p .213 .078 .126 .175

 M±SD

3. 진료수행시험 상황의 영역별 비교 

진료수행 시험 상황 4가지의 각 역별 표 화 수

를 합산한 결과를 비교하면 여학생의 수가 병력청취

(p=.002), 신체진찰(p=.005), 환자교육(p=.018), 의사환

자 계(.004), 진료태도(p=.036)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표 5. 영역별 결과의 비교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
교육

의사환자
계

진료
태도

남학생 48.2±10 48.3±10 48.6±10 48.3±9 48.8±9

여학생 55.2±7 54.7±8 54.0±8 54.8±8 53.5±9

p .002 .005 .018 .004 .036

첫째날 47.5±10 47.7±10 48.4±10 48.3±9 49.3±8

둘째날 53.0±8 52.7±9 51.9±9 52.1±10 50.9±11

p .005 .012 .075 .059 .437

의사채점자 50.2±11 51.1±9 51.5±9 49.9±9 51.6±10

표준화환자 
채점자

49.8±8 48.8±10 48.4±10 50.1±10 48.3±9

p .851 .241 .110 .919 .089

M±SD

시험일자에 따른 차이는 병력청취(p=.005), 신체진찰

(p=.012), 두 가지 역에서만 첫째날보다 둘째날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채

자간의 차이는 의사 채 자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의 

수와 표 화환자 채 자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0.5)[표 5].

Ⅳ. 논의 및 고찰 

진료수행 시험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를 발표한 연구는 부분 증례의 성  민감성이나 표

화 환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있으며[13][14], 

국내연구에서 김종훈 등(2007)은 성(性) 으로 민감한 

증례와 립 인 증례의 일부에서 남녀 학생 간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반 으로 높은 수를 획득하나, 평가 역

별로 고려할 때, 환자의사 계 역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15].    

본 연구에서는 활용된 세 가지 립 사례와 한 가지 

민감 사례 모두 부분 여학생의 총 성취 수가 남학

생 보다 높아 이 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평가 역

별로 볼 때도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의사 계, 환자

교육, 진료태도의 모든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학생이 모든 역에서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은 진

료수행 평가 이 의 학업성취도에서 여학생 집단의 성

취도가 남학생 집단보다 높을 것을 시사한다. 진료수행

이 도입된 기에는 진료수행에 필요한 의학  지식이

나 술기의 수행이 성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진료수행과 련한 교육과정이 체계화

되고, 학생들이 평가를 비하기 한 략들이 정착되

면서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진료수행’ 과정 한 여

학생의 성취가 높을 수 있다. 실제 국내 의과 학의 성

별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연구한 내용을 보면, 부분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우수하다[16][17]. 이번 연

구결과를 보면, 진료수행에 한 평가 한 일반 인 

의과 학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채 자 집단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 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상황별로 보면 4가지 임상상황  3가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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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의사 채  집단의 평균 수가 표 화환자 채  

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고, 역별로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진료태

도에서 의사 채 군이 표 화 환자 채 군보다 수가 

약간 높게 나왔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00년   반 국내외 연구에서는 의사 교원의 평

가가 표 화 환자의 평가 보다 수가 많이 낮았으며, 

특히 병력청취 역에서 표 화 환자 채 군이 의사 채

군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보여 표 화 환자의 평가 

교육이 논의된 바 있다. 표 화 환자가 학생을 배려하

는 오류를 보이고, 문  지식이 미비하여 병력청취 

등의 역에서 부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  

그러나 실제 본 연구에서는 각 상황과 역별로 세부

인 요소에서 표 화 환자 채  집단과 의사 채  집

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나, 표 화 환자 채 군

이나 의사 채 군의 평가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 특정

역이나 사례에서 높다는 형 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

는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수행시험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평가 지침이 표 화되고, 표 화 환자 교육 

한 이 과 비교하여 높은 수 으로 수행되었음을 의

미한다. 재 진료 수행을 한 평가는 행 에 을 

맞춘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 반 되고, 컨소시엄의 형

태로 계속 인 표 화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평가

의 임의 인 단이 반 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화환자 채 자와 의사 채 자 특성

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특정 상황의 특

정 역에서 확인 된 평가 수의 차이는 채 자 개별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

에서 표 화환자와 의사 채 자간 일치도가 산출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을 보고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

이다. 

시험 날짜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둘째날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수가 첫 날 시험을 본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병력청취와 신

체진찰 역이다. 박훈기(2005)등에 의하면 평가 시기

가 늦어질수록 성 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나, 사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으며, 

병력청취, 환자교육,  등의 역에 한정한다[12]. 실

제 학생이 시험에 한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신체진찰 

등의 역은 단순한 지식뿐 만 아니라 술기를 익 야 

하므로 단시간에 향상되기 어려우며, 환자-의사 계와 

같은 역은 단 시간에 교정이 되지 않아 별 차이가 없

다는 것이다[15]. 더불어, 연구자들은 평가받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정보를 달했을 때 그 신빙성이 낮아 

실제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은 미비하다고 

지 한 바 있다. 

진료수행에서 진행 시나리오, 평가 체크리스트 등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이라면, 먼  평가를 받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달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가 처음 

의사를 방문하는 목 에 해당하는 ‘주 증상’ 에 한 정

보가 부이다. 사이 시험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 증상에 한 정보를 취득한다면 병력청취의 성취수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신체진찰과 련

하여서는 술기 역량을 강화한 교육체제의 변화를 짐작

해볼 수 있다. 

2000년  반과 비교하여 재 우리나라 의과 학

의 술기 교육은 진일보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의사 

술기 역량이 국가고시에 도입되면서 부분의 의과

학은 술기센터를 통해 학년부터 조기 교육을 시행하

고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술기 역량은 기 인 신

체진찰 등의 술기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늦은 날짜

에 시험을 본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평가에 한 

정보를 취득했다면, 신체진찰과 련한 수행수 은 비

교  짧은 시간에 보완 가능한 상황이다. 주 증상에 

한 정보를 통해 신체진찰의 여러 요소  무엇을 어떻

게 선택해서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어 그 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높은 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응시날짜에 따른 환자교육, 환자-의사

계, 진료태도 역 등은 수 차이는 없었다. 진단에 

한 정보나 추정 없이는 환자교육이 불가능하고, 실제 

학생들 사이에 해지는 정보가 일반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 한 신빙성이 낮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환자-의사 계나 진료태도 역은 학생 고유의 특

성과 련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축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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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은 단 시간에 교정이 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간격에 따른 평가 결

과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 시험이 도

입되어 반 되면서, 진료수행 평가와 련해서는 그 체

계나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이다. 진

료수행에 한 내용 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

할지에 한 세부 인 내용도 개선되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도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개 의과 학

에서는 국가고시를 비하면서 시행하게 되는 ‘진료수

행’의 평가에서는 공간, 인력, 재정 등의 물리 인 제약 

때문에 국가고시의 실기시험을 그 로 재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

험의 공정성 측면에서 꾸 히 제기되는 것은 ‘채 자가 

구이며’, ‘응시날짜가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에 한 

것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채 자의 신분에 따른 평가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표 화 환

자를 활용한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응시날짜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는 기존에 밝 진 

‘병력청취’와 더불어 ‘신체진찰’ 역도 포함되어 있음

을 주목해야한다. 학생들 사이에 해지는 정보를 완벽

하게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의 성취도

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확인하고, 공정성

의 측면에서 이러한 수 차이를 어떻게 반 할 것인지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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