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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eement of Checklist Recordings Between Faculties and Standardized
Patients in a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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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high degree of agreement between standardized patients(SP) check-list recordings
and those of faculty will be necessary if SPs are to eventually replace faculties in the OSCE
evaluaton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know to what degree SPs' checklist recordings
agree with those of faculties during an OSCE.
Methods: One hundred and twenty one fourth-year medical students of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ook an OSCE. In each of two study stations, a student saw an SP for four
minutes and the SP recorded the same checklists as a faculty examiner did, for the following fifty
seconds.
Results: For the ‘bad news delivery' station, SP evaluations were more lenient compared to those
of faculties (56 vs 45, p<0.01), but in the case of ‘chest pai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bad news delivery' station and for the ‘chest pain' case
were 0.60 and 0.65, respectively. The mean percentages of agreement for the ‘bad news delivery'
and the ‘chest pain' checklists were 71% and 82%, respectively. The mean kappa statistics for
the ‘bad news delivery' and the ‘chest pain' check-lists were 0.19 and 0.49, respectively.
Conclusion: The ratings by SPs were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ose of faculties only in
moderate degree. The exactness of scoring criteria, and the optimal SP training are to be the
premise for the replacement of faculties by SPs during OSCE checklist rec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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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험이 쌓이면 표준화환자연기 뿐 아니라 정해진 점

론

검표에 따라 평가까지 할 수 있다 (Norman 등 1985;
현재 의학교육 평가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 중

Williams 등, 1987; Tamblyn 등, 1990; Vu 등 1992b;

하나는 표준화 환자 (standardized patient; SP)를 이

Colliver와 Williams, 1993; De Champlain 등 1997;

용한 시험이다 (Harden 등, 1975; Miller, 1990; Vu

Regehr 등 1999b). 이런 연구에서 병력청취, 신체진

등, 1992a). 표준화환자를 이용하는 시험은 단편적

찰, 환자교육 영역에 대해 표준화환자의 점검표 채

인 (segmental) 임상수기 (procedure) 중심의 객관구

점은 임상의사 혹은 임상의사가 아닌 관찰자의 채

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점과 비교하여 80～100%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OSCE)과 좀 더 포괄적이고 진료현실에 가깝게 구성

의학교육에서 누가 평가를 해야 하는가는 평가의

된 진료수행시험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Westberg와 Jason,

CPX)의 두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Miller, 1990;

1993), 종합시험으로서 객관구조화진료시험 평가 목

Ferrel, 1995). 국내에서는 도입단계부터 두 방법이

적이 학생의 진료수행능력 성숙정도를 확인하는 데

맞물려 소개되어 스테이션이 어느 형태에 속하는지

있다면 환자 시각에서 바라본 평가가 교수의 평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스테이션 당 허용 시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객관

간이나 문제의 구성 내용을 보면 객관구조화진료시

구조화진료시험의 점검표는 누가 평가자가 되더라

험이 여러 의과대학에서 종합평가방법으로서 비교

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적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병국, 1997; 박훈기 등,

제대로 개발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Newble과

1998; 서보양 등, 1998; 박훈기 등, 1999).

Swanson, 1988; Cohen 등 1991). 객관구조화진료시

임상종합평가 목적으로 시행한 객관구조화진료시

험에서 표준화환자가 교수 평가를 대신할 수 있으

험에서 시험문제노출에 대한 걱정 (Colliver 등,

려면 최소한 ‘제대로 개발된 점검표’를 통해서 교수

1992)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이

의 평가와 표준화환자의 평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많은 의과대학에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한 날짜

것을 사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Newble과

에 시행하려고 도입한 방법이 고사장 복제다 (박훈

Swanson, 1988; Colliver와 Williams, 1993). 본 연구

기 등, 1999). 그러나 고사장 복제는 점검표 상의 평

는 일 개 대학에서 시행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에서

가자 간의 차이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의 신뢰도를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의 일치도를 분석하여

떨어뜨리고 시험의 타당도까지 위협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환자의 역할을 확대하

임상교수의 바쁜 일정과 학생교육에 대한 가치관,

여 평가자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점검하

열정, 실행의지의 다양성 등은 객관구조화진료시험

고자 하였다.

운영에서 필요한 교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걸
림돌로 지적되는 바 (박훈기 등, 1998; 서보양 등,

대상 및 방법

1998; 박훈기 등, 1999), 시험운영의 효율성만을 고려

가. 전체 객관구조화진료시험 구성 및 운영

해서 표준화환자를 학생 평가에 활용하여 필요한 교수
수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Colliver와 Williams,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학생 121명을 대상으

1993; 박훈기 등, 1999). 표준화환자를 평가에 활용

로 2001년 2월 24일 임상종합평가의 한 축으로 학

하면 그만큼 교수요원의 평가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점을 부여하는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시행하였다.

가 있고 시험 전 점검표 적용의 신뢰도 향상 훈련을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은 총 20개 스테이션으로 구성

비교적 쉽게 시킬 수 있어 평가 자체의 신뢰도를 높

되었으며 2개의 연결형 스테이션과 2개의 휴식 스

일 수 있다.

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는 총 16문제가 출제

표준화환자는 충분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경

되었다. 이 중 13개 스테이션에서 표준화환자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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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스테이션 당 허용시간은 5

‘해당 없음’의 3개의 응답키 (key)가 있었다. 표준화

분이었고 이 중 30～50초는 피드백 제공시간이었다.

환자의 훈련은 1회 1～2시간씩 총 3회를 실시했고

전체 121명이 하루에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두 번의 표준화환자 점검표 채점연습과 한 번의 교

위해 시험장을 두 군데로 복제하였으며 학생은 3부

수 점검표 채점 연습이 포함되었다. ‘나쁜 소식 전

로 나뉘어 시험을 치렀다. 점검표의 항목의 전체적

하기’ 표준화환자 훈련에는 전공의, 교수가 학생 역

인 구성은 병력청취 27%, 신체진찰 7%, 진단 2%,

할을 하여 한 표준화환자 당 세 번씩 모의학생면접

결과해석 10%, 향후계획수립 17%, 수기 3%, 환자

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채점자간 점검표 적용 일

교육 11%, 태도 11%, 총괄평가 11%, 보너스 점수가

치도를 높이는 연습에는 직접평가와 녹화비디오를

1%를 차지하였다.

통한 평가방법을 동시에 사용했고 교수와 표준화환
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표준화환자는 모두 현역 전

나. 채점자간 점검표 채점 비교 대상 스테이션

문 연극배우들로 표준화환자 경험은 이번 시험이

표준화환자와 교수의 점검표 적용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심장내과에서 개발한 ‘흉통’ 스테이션

두 번째였다. 한 명의 표준화환자가 대면한 학생 수
는 총 60～61명이었다.

과 가정의학과에서 개발한 ‘나쁜 소식 전하기’의 두

다. 통계적 방법

스테이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스테이션에
는 훈련된 표준화환자뿐 아니라 훈련된 평가자로서

스테이션별, 성별 채점자간 평가점수의 차이를 보

교수가 한 명씩 추가로 배정되었다. 한 학생이 4분

기 위해 student t-검정을 시행하고 시험순서별 차이

동안의 표준화환자진료를 끝내면 표준화환자는 50

검정은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스테이션, 시험순

초 동안 교수가 사용하는 것과 똑 같은 점검표에 따

서, 성별로 채점자간의 스테이션 점수의 연관성을

라 그 학생의 진료내용과 질을 평가했다. 교수는 면

보기 위해 피어슨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담 전반에 걸쳐 4분 동안 학생의 행동 표현과 동시

스테이션별 채점자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에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평가를 했다. 표준화환자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귀식으로 나타내

가 교수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점검표를 채점하는 동

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유의 수준 α, 0.05를 기준으

안, 교수는 학생이 그 스테이션에서 보여준 두드러

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문항별로 전

진 장단점에 대하여 짧게 되먹임을 제공하였다. ‘흉

체 평가 시도 중 두 채점자간 정확히 일치하는 평가

통’의 점검표는 총 18개의 병력 청취 항목과 1개의

쌍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퍼센트 일치도 (percent of

보너스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9개 항목은 주

agreement)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채점자

소(chief complaints)관련 항목이었고 5개 항목은 심

간 일치도를 보기 위해 이분 척도 문항은 전반적 일

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의 질문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치도 카파 (kappa measurement of agreement)를 구했

이었다. 기타 항목으로 인사하기, 과거병력, 추정진

고 3분 척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둔 카파 (weighted

단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항목은 총괄 수행능력

kappa)를 구하였다 (Armitage와 Berry, 1994). 모든

평가로 상, 중, 하의 3구간 척도를 사용했고 다른 항

통계적 처리는 의학적 통계전문프로그램인 SAS

목은 모두 ‘시행했다’, ‘시행하지 않았다’의 이분척

6.12판을 이용하였다.

도를 사용했다. ‘나쁜 소식 전하기’ 점검표는 일반
적인 환자면담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5개와 증례-특

결

과

이 (case-specific) 항목 8개와 총괄수행능력평가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총괄평가만 3구간 척도였고

전체 121명 학생 중 남학생이 94명으로 77.7%를

나머지는 이분척도였는데 두 항목(진단의심에 대한

차지하였다. 전체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의 표준화

대처, 다른 의사와 연결)은 ‘했다’, ‘하지 않았다’,

Cronbach α는 0.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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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Inter-rater Comparisons of Station Scores according to Examination Site, Examination Order,
and Sex
Bad news delivery

Variables

Site

Order

All

p-value*

Mean±SD

Range

p-value*

36±16

0-69

<0.01

57±13

25-85

0.10

53±15

20-80

<0.01

53±11

29±77

59±15

29±88

Faculty
SP

47±15

13-75

2nd

Faculty

54±12

25-75

SP

63±13

25-81

Faculty

42±17

0-73

SP

52±18

13-75

2nd

Faculty

44±16

13-75

SP

56±15

27-81

3rd

Faculty

47±18

6-69

SP

59±15

25-81

Faculty

43±17

0-73

SP

55±16

13-81

Faculty

51±16

13-75

M
Sex

Range

1st

1st

F

Chest pain

Mean±SD

SP

60±16

13-81

Faculty

45±17

0-75

SP

56±16

13-81

0.02
<0.01
<0.01
<0.01
0.04
<0.01

52±12

25-75

55±16

20-88

55±14

30-85

53±15

20-80

59±10

41-80

59±13

29-88

54±12

25-85

55±15

20-88

59±11

40-77

60±13

35-82

55±12

25-85

56±15

20-88

0.03
0.25
0.65
0.79
0.84
0.82
0.79

* P-values were obtained by student t-test or ANOVA test

가. 채점자간 스테이션 점수 비교

채점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에서는 표준화환자
평가 점수가 56점으로 교수 평가 점수 45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흉통’ 스테이
션 점수는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Ⅰ).
고사장별로 보면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 점
수는 두 시험장소 모두에서 표준화환자평가 점수가 교
수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흉통’ 스테이션 점수는 제 2고사장에서만 표준화환
자평가점수가 교수평가점수보다 높았다 (p=0.03).

교수평가나 표준화환자평가 둘 다 시험순서가 후반
으로 갈수록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 점수가
증가추세를 보였고 ‘흉통’ 스테이션 점수는 이러한
추세가 교수평가에서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보면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 점수는
남녀 모두에서 표준화환자평가 점수가 교수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5),
‘흉통’ 스테이션 점수에서는 남녀 모두 채점자간 차
이가 없었다.

시험순서별로 보면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

나.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의 상관성

점수는 세 시기 모두에서 표준화환자평가 점수가
교수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흉통’ 스테이션 점수는 세 시기 모두에서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는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 점수가 0.60, ‘흉통’
스테이션 점수는 0.65였다 (Table Ⅱ). 두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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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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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5756x + 29.744
R2 = 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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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evaluation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andardized patient evaluation for the station
of 'Bad news delivery'. As faculty scores increase, standardized patient (SP)
scores increase linearly with the slope of 0.58. The explainability of faculty scores
for SP evaluation scores is 36%.

SP evaluation

100

y = 0.7925x + 11.975
R2 = 0.4269

50

0

0

50

100

Faculty evaluation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andardized patient evaluation for the station
of 'Chest pain'. As faculty scores increase, standardized patient (SP) scores
increase linearly with the slope of 0.79. The explainability of faculty scores for
SP scores is 43%.

모두 고사장별 채점자간 상관계수가 차이가 있었고

다.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의 문항별 일치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채점자간 스테이션 점수
상관계수가 더 컸다. 시험시기별로는 ‘나쁜 소식 전
하기’ 스테이션에서는 제 2부 수험생에 대한 채점자
간 점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 ‘흉통’ 스테이션
의 경우는 제 3부 수험생에 대한 채점자간 점수 상
관계수가 가장 낮았다.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
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표현하였다 (Fig. 1, 2).

‘나쁜 소식 전하기’의 경우 표준화환자평가와 교
수평가의 퍼센트 일치도 (percent of agreement) 전체
평균은 71%, 범위는 48～99%였다 (Table Ⅲ). 영역
별로 증례-특이 (case-specific) 문항의 평균은 68%,
범위 48～99%, 일반 (general)면담평가문항의 평균
은 81%, 범위 72～93%였고 총괄 (global) 평가항목
의 퍼센트 일치도는 55%였다. 문항별 일치도 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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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Faculty Evaluation and Standardized
Patient Evaluation according to Exam Site, Order of Examination and Student Gender
Bad news delivery

Variables

Chest Pain

R

p-value

R

p-value

0.44

<0.00

0.80

<0.00

Site

Faculty 1
Faculty 2

0.48

<0.01

0.60

<0.01

Order

First Part

0.72

<0.01

0.65

<0.01

Second Part

0.44

<0.01

0.75

<0.01

Third Part

0.62

<0.01

0.53

<0.01

Student

Male

0.57

<0.01

0.62

<0.01

Gender

Female

0.64

<0.01

0.78

<0.01

0.60

<0.01

0.65

<0.01

All

Table III. The Proportion of Agreement Rates and Kappa Coefficients between Faculty and
Standardized Patient(SP) Evaluation for ‘Bad News Delivery'
Items
Verification of biopsy results
Exploring patient's history of coping with big challenge
Check patient's readiness to bad news
Asking experience of significant others with cancer
Notification of the fact with simple and clear words
Continuation of eye contact more than 50%
Empathy with patient's embarrassment
Check patient's response right after bad news delivery
Positive coping with patient's doubt about diagnosis
Check patient's understanding of doctor's explanation
Giving patient opportunities of inquiry
Avoidance of medical jargon
Trying to refer smoothly with other doctors
Following patient's cue
Global satisfaction with the encounter
All

Percent of agreement

Kappa

64
99
53
97
78
76
56
51
48
93
82
72
63
82
55
71

0.03
0.00
0.17
0.65
0.34
0.05
0.12
0.03
0.10
0.17
0.36
-0.06
0.28
0.36
0.31
0.19

(kappa)는 전체 평균이 0.19였고, 의학적 용어 사용

균은 93%, 범위 91～98%였다. 그 외 퍼센트 일치도

여부 문항이 최소치 -0.06, 주위 사람의 비슷한 질병

는 인사하기 항목이 79%, 과거력 질문항목이 67%,

경험 묻기 항목이 최대치 0.65로 나왔으며 총괄평가

진단추정항목이 80%, 보너스 항목이 73%, 총괄평

항목의 카파는 0.31이었다.

가항목이 53%를 보였다. 문항별 일치도 카파는 전

‘흉통’의 경우 표준화환자평가와 교수평가의 퍼

체 평균은 0.49였고, 흉통의 성격 질문 문항이 최소

센트 일치도 전체 평균은 82%, 범위는 53～98%였

치 -0.05, 흡연력 질문항목이 최대치 0.84로 나왔으

다 (Table IV). 영역별로 주소관련문항의 평균은

며 총괄평가항목의 카파는 0.20이었다.

82%, 범위 70～98%, 심혈관질환위험요인문항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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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The Proportion of Agreement Rates and Kappa Coefficients between Faculty and
SP Evaluation for ‘Chest Pain'
Items
Introduce with greetings
Chief complaints: Onset
Character
Duration
Interval
Location
Radiation of pain
Aggravating factors
Effect of body posture
Other related symptoms
Risk factors: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Smoking
Hyperlipidemia
Family of premature cardiac death
Past medical history
Diagnostic impression
Bonus
Global rating
All

고

Percent of
agreement
79
98
89
85
73
77
82
70
86
82
91
91
92
98
91
67
80
73
53
82

Kappa
0.58
0.49
-0.05
0.36
0.45
0.43
0.62
0.09
0.48
0.62
0.75
0.80
0.84
0.66
0.81
0.35
0.60
0.20
0.20
0.49

련을 받게 해야 한다. 시험 실시 시기별로 채점자간

찰

점수의 상관성에 특별한 변화 경향은 없었지만 시
이번 연구에서 교수 평가와 표준화환자평가의 퍼

험시기가 뒤로 갈수록 두 평가자의 점수가 공통적

센트 일치도는 71～82%로 다른 기존의 연구의 80

으로 높아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평가자의 피로도

～10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 채점자간 일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Norman 등 1985; Williams 등 1987; Tamblyn 등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평가의 쌍이 서로 일치하

1990; Vu 등 1992a). 두 채점자간의 점검표 적용 차

는가를 나타내는 퍼센트 일치도만으로 채점자간 일

이의 원인으로는 점검표 항목 자체의 애매한 채점

치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Armitage와 Berry,

기준, 채점자간 일치도 향상 훈련 부족, 평가자의 피

1994). 일치도 카파의 산정은 우연에 의한 일치확률

로도 등을 들 수 있다 (Miller, 1990; Tamblyn, 1991;

을 고려하면서 두 채점자간에 얼마나 평가가 일치

De Champlain 등 1997). 이 외에도 점검표 항목 수

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항에 대한 평

와 항목의 척도 종류가 점검표 적용의 정확성에 영

가가 극단적으로 거의 모두 ‘시행했다’로 채점되었

향을 줄 수 있다. 점검표의 채점자간 일치도가 낮은

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았다’로 채점되었을 경우 퍼

경우 일치도를 높이려면 문항별로 명확한 채점 기

센트 일치도는 매우 높은 값을 보이나 카파는 오히

준표를 만들어 각 척도 구간의 정의가 누가 보아도

려 낮게 나올 수 있다. 한 예로 ‘나쁜 소식 전하기’

확실하게 해석될 수 있게 하고, 또 이 채점 기준표

의 ‘어려운 과거 극복경험’질문은 전체 118명의 학

를 갖고 해당 평가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적용훈

생 중 1명을 제외하고 117명에서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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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크되어 퍼센트 일치도는 100%에 가깝지만 카

(false negative) 반응이 많았던 것을 하나의 원인으

파는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퍼센트 일치도와 카파

로 설명할 수 있다 (Reznick 등, 1998).

가 동시에 높게 나온 항목은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총괄평가문항의 퍼센트 일치도는 이분척도를 가

해석할 수 있다 (Vu 등, 1992b; Armitage와 Berry,

진 다른 문항에 비하여 일치도가 53～55%로 낮게

1994; De Champlain 등, 1997).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나왔다. 이는 총괄평가의 속성상 구간별로 정확한

‘나쁜 소식 전하기’ 점검표에서는 ‘주위 사람의 비

채점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평가자 주관이 상대

슷한 질병경험 묻기’가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적으로 많이 개입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항목이고 ‘소식전달 후 환자감정체크하기’, ‘진단의

있다 (Newble과 Swanson, 1988; Cohen 등 1991;

심대처하기’, ‘환자감정에 공감하기’ 등의 항목에서

Regehr 등 1998; Regehr 등 1999b). 3구간 척도가

일치도가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흉통’ 점검표

아니고 5구간 혹은 7구간 척도인 경우 이 문제가 더

에서는 ‘악화요인질문’ 항목과 ‘과거병력질문’ 항목

욱 심각해질 수 있는 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척

이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낮은 항목이라고 판단할

도에서 한 구간 정도의 차이는 두 평가가 서로 일치

수 있다. 총괄평가 항목과 ‘해당 없다’의 구간을 가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Westberg와 Jason,

진 ‘진단의심 대처하기’와 ‘다른 의사와 연결해주

1993). 하지만 원칙적으로 총괄 평가의 척도 각 구

기’ 항목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3구간

간별로 가능한 한 확실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

척도가 이분척도보다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어렵다

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De Champlain 등, 1997).

이번 연구에서는 교수평가를 황금률 (gold standard)

주소관련항목의 일치도가 위험요인질문항목의 일

로 하여 표준화환자평가가 어느 정도 이에 접근하

치도보다 낮은 이유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채점 기준이 분명한 ‘흉통’

구성비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Westberg와 Jason,

의 경우 두 채점자간의 점수차이가 없었지만 일치

1993). 현재병력을 파악할 때 표준화환자의 대꾸는

도가 낮았던 ‘나쁜 소식 전하기’ 스테이션에서는 표

종종 2개 이상의 점검표 속 대답을 한꺼번에 말할

준화환자의 평가점수가 교수 평가 점수에 비하여

수 있다. 이 경우 채점항목의 지나치게 상세한 구분

24% 높았다. 이는 표준화환자가 교수와 같은 채점

은 점검표 적용 시 평가자의 판단착오를 초래하기

기준표를 사용하더라도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쉽다 (Colliver와 Williams, 1993; De Champlain 등,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Westberg와 Jason, 1993).

1997). 특히 교수는 학생의 행동발생과 동시에 점검

표준화환자평가점수와 교수 평가점수의 상관계수

표에 체크를 할 수 있어 여유가 있지만 표준화환자

는 0.60～0.65로 설명력으로 표현하면 36～42% 정

는 4분 후에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점검표를 50

도이다. 표준화환자평가점수와 교수평가점수는 ‘흉

초 동안에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정확도가

통’의 경우 ‘나쁜 소식 전하기’ 증례에 비하여 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높은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Fig. 1, 2). 중요한 점

‘나쁜 소식 전하기’는 가정의학과 강의시간에 부

은 전체 문항 일치도가 71～82% 수준일 때 표준화

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한양의대 객관구조화진료시

환자평가점수는 교수평가점수의 36～42%만을 반영

험에서는 처음 출제된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는 많

한다는 것이다.

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주

‘흉통’의 채점자간 점수 차이와 채점자간 점수의

로 증례-특이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상관성이 고사장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표준화

증례-특이항목의 일치도가 일반면담평가항목의 일

환자나 교수가 바뀌면 채점의 일치도가 달라진다는

치도보다 낮은 것은 증례-특이항목의 경우 해당 항

것을 의미하여 시험 전 채점훈련의 중요성을 제기

목을 시행하지 않은 학생이 시행한 학생보다 훨씬

하고 있다 (Colliver와 Williams, 1993). ‘나쁜 소식

많아 표준화환자나 교수 공통적으로 채점상 위음성

전하기’의 경우 고사장간에 표준화환자평가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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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차이가 있고 채점자간 상관계수에서도 차

준화환자와 같은 시각에 점검표를 작성해야 했다.

이를 보인다. 이는 문제에 따라서는 점검표 적용 훈

하지만 학생에게 되먹임을 제공하는 것이 객관구조

련이 3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처럼 채점기준이 애

화진료시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기 때

매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문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필요한 만큼 채점연습을 더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

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생면담을 녹화해 놓고 교

다 (Vu 등, 1992b; Westberg와 Jason, 1993; De

수는 이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50초 동안 표준화환

Champlain 등, 1997).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

이 연구는 학점을 부여하는 임상종합시험으로서

하는 것이다 (Tamblyn, 1991; Vu 등, 1992b; De

객관구조화진료시험 실시 중에 시험의 흐름을 방해

Champlain 등, 1997). 이 번 연구에서처럼 교수 한

하지 않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있어서

명에 의존한 평가가 황금률로서는 부적합하므로 2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황금률로 사용

인 이상의 교수가 동시에 같은 학생면담을 평가하

한 교수평가의 타당성 여부이다. 교수평가의 정확성

여 서로 비교하여 일치하는 채점결과를 황금률로

저하는 이 연구에서 채점자간 일치도 하락에 중요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박훈기 등, 1998; 박훈기 등,
1999). 일반적으로 표준화환자의 훈련보다 교수채점

결

론

훈련이 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과연 일치도의 저
하가 교수, 표준화환자 중 어느 쪽의 훈련부족으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에서 점검표를 이용한 표준화

일어난 현상인 지 이 연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둘

환자의 학생평가는 교수평가와 중등도의 일치도를

째, 채점 기준표의 명확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

보였다. 객관구조화진료시험에서 표준화환자가 교

었다는 점이다. ‘흉통’의 경우 5년 이상 반복 출제된

수를 대신하여 평가자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문제여서 다년간 되먹임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채

위해서는 점검표 채점기준의 명확성과 철저한 표준

점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나쁜 소식 전하기’는 처

화환자 채점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 도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항별 채점기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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