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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행시험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에서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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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Students and Its Effect on the Scores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Hoon Ki Park, MD, Oh Jung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During the high-stake examinations such as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r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 test security is generally accepted as a major
concern for test valid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examinee's scores
of repeated, serial administrations of essentially the same standardized patient (SP)-based
performance exam.
Methods: A performance-based examination using eight SP cases was administered to 123
senior medical students at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16 groups of 8 students each. Three groups were tested serially each day,
requiring 5 days for the complete administration of the examination. We compared the mean
scores of the five groups of the examinees tested on different days with ANOVA and linear
trend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For both checklist scores and written scores during the interstation work, the mean
scores of the first day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subsequent groups. And,
there were slight linear trends in the scores over the five days. Scores related to case-specific
history taking, information sharing, and clinical courtesy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students. Scores related to patient satisfaction, physical exam, and
physician-patient interaction were not influenced by the same pattern of behaviour.
Conclusion: Test security may be violated during SP-based performance exams even though
the checklists are not accessible to the examinee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test-givers to
prepare alternative forms of cases for maintaining the validity of SP-based performance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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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과는 의미를 둘 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한 시험보

론

안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증례에 따
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라서는 시험 일자별로 의미 있는 성적향상경향이

examination: 이하 OSCE)은 지식, 태도, 수기 등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외과임상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험 형태로 처음 소개된 이

습교육 평가시험으로 시행한 15개 스테이션으로 구

후 의학교육에서 평가 뿐 아니라 술기교육 방법으

성된 OSCE에서 전반적으로는 시험일정에 따라 일

로 발전해왔다 (Harden et al, 1975). 표준화 환자는

정한 성적상승경향은 없었지만 3개 스테이션에서는

Barrows가 1963년 처음 창안한 이후 교육, 평가에

성적 상승경향을 보였다 (Niehaus et al, 1996). 캐나

널리 활용되고 있다 (Barrows, 1993). 표준화 환자를

다 온타리오 주 인턴선발고사로 시행한 30개 스테

이용한 임상수행능력평가는 진료수행시험 (Clinical

이션으로 구성된 OSCE에서 스테이션의 반복 사용

performance examination: 이하 CPX) 형태로 졸업

은 단일 스테이션보다 연결형 스테이션에서 성적향

전 의학교육 뿐 아니라 졸업 후 의학교육, 평생교육

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Cohen et al, 1993). 하지만

에 이용되고 있으며 의사 자격고사에도 이 평가방

동일한 문제라도 적어도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

법이 도입되었다. OSCE와 CPX를 시행할 때 수험

하면 성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OSCE에

생이 많아지면 동일한 증례에 대해 표준화 환자와

서 환자대면 스테이션 보다 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스테이션을 필요한 만큼 여러 세트 복제하지 않는

있는 지필고사가 시험의 보안여부에 따라 성적영향

한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박

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Gledhill & Capatos,

훈기 등, 1999). 표준화 환자 이용시험 운영에서 시

1985).

험의 보안유지정도는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도에 중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험에서 환자의 문제에

요한 영향을 준다. 특히 표준화 환자 이용 시험을

대해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점검표

임상실습 순환교육 평가나 국가시험으로 시행할 경

(checklists)를 모르면 기능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

우 동일한 문제를 계속 사용하면 시험에 관한 정보

는다고 알려져 있다. 형성평가로 실시한 OSCE에서

공유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시험공부는 성적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

다양한 형식의 OSCE가 수험생의 당락을 결정하

려 이전까지 축적된 학업성적이 OSCE와 상관성을

는 시험으로 이용되면서 시험의 보안유지 (test secu-

보였다 (Mavis, 2000).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

rity)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OSCE에서 수험

으로 주는 것 자체가 시험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생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하지

않았다 (Furman et al, 1997).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만 이러한 정보교환이 시험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

서 자세한 정보교환이 일어났을 때 시험 성적에 어

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Williams et al, 1992).

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

임상실습 OSCE 문제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정보교

다. 표준화 환자 이용 시험에서 처음 시험을 본 그

환과 이에 따르는 시험성적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룹이 다음 그룹에게 시험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으로 알려져 있다 (Rutala et al, 1991; Vu et al,

주었을 때 양군간의 시험성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

1992). 전공의 대상 CPX에서는 초반부에 시험을 치

았다 (Swartz et al, 1993). OSCE의 문제 내용이 학

른 수험생이 후반부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보다 유

생실습 학습목표와 일치한다면 사전실습교육시간은

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Stillman et al,

OSCE성적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Tho-

1991). 남일리노이 의대생 70여명을 5조로 나누어 5

mas & Shatzer, 2000). 임상의학입문과정에서의 경

주간에 걸쳐 5년 동안 시행한 CPX에서 시험 일자

험 역시 OSCE 성적과 상관성이 0.2이하로 매우 낮

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정한 성적향상 경향은 발견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lly et al, 1996). 하지만 외

할 수 없었다 (Colliver et al, 1991). 하지만 이러한

과영역의 수기에 관한 경험과 피드백의 양은 O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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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Chatenay et al,

기타 (총괄채점)문항이 6%를 차지하였다. 모든 학생

1996). 수험생간 문제의 사전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은 5일 동안 동일한 8개 문제를 접하였다. 한 명의

OSCE와 슬라이드 시험 혹은 지필고사를 직렬적으

표준화 환자가 하루에 12명 이하의 학생을 대면하

로 연결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남일리노이의대에서

였으며 총 32명의 표준화 환자가 참가했다. 학생들

는 매년 50~70%씩 새로운 문제로 바꾸어 임상실습

이 사이시험을 보는 5분 동안 표준화 환자는 기억에

종합평가로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수행시험을 시

의존하여 점검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서

행하고 있다 (Vu et al, 1992).

면으로 작성하였다. 표준화 환자의 훈련은 증례에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험인 CPX에서 시험의 보

따라 4~10회 정도 시행하였다. 사이시험은 문제중

안유지여부가 시험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

심의무기록작성법으로 사정 (assessment), 향후계획

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plan)만 작성하게 하였고 미리 만들어진 채점기준

다. 첫째는 시험의 내용에 대한 수험생간의 정보교

표에 따라 채점을 했다.

환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일자별로 심각한 수

학생들은 시험 직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CPX

준으로 일정하고 체계적인 성적상승 경향은 볼 수

의 의미와 시험 요령을 설명 듣고 시험 내용에 대한

없다. 둘째, 환자를 진료하는 스테이션보다는 필기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번 CPX가 성적

험 형식의 스테이션이 더 많이 시험정보공유의 영향

반영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학

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시험의 목적에 따라 정보공

생 자신의 의사로서의 성숙도와 장단점을 파악하는

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CPX 성적 차

데 중요한 시험임을 감안하여 서로 정보의 공유를

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CPX를 시행 경험이 짧은 우

하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학생들은 사이

리나라 현실에서 시험의 보안유지가 CPX성적에 어

시험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었

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으며 메모용지는 별도로 배부한 빈 용지만을 사용

이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평가에

하게 했고 시험이 끝난 후 사용한 용지는 모두 회수

서 시험날짜에 따라 학생 성적 차이가 날 수 있는

하였다.

지 알아보고 시험에 대한 준비와 정보공유가 진료

학생들은 한 조에 8명씩 총 16조로 나누었으며

수행시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마지막 조만 4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4일 동안은
하루 3개조, 마지막 날에는 4개조가 연속적으로 시
험을 보았다. 이전 학점을 포함한 학생들의 조별 특

대상 및 방법

성을 없애기 위해 조배정은 무작위로 하였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험방별 할당 시간은 상황 소개 및 지침 숙지시

5일 동안 4학년 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간 1분, 환자대면진료시간 12분 (10분 째 예비 신

모두 마치고 선택실습을 하는 기간에 CPX를 총합

호), 사이시험 시간 5분으로 18분이었다. 4개 시험

시험 (summative examination)으로 시행하였다.

방을 돈 후 8분의 휴식 시간이 있어 한 학생당 총

CPX는 8개 시험방 (station)과 8개의 사이 시험방

시험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2분이었

(interstation)으로 구성되었다. 일차의료에서 흔히 볼

다. 학생들은 시험 일 주전에 CPX 학생오리엔테이

수 있는 의학적 문제 8개가 서울CPX컨소시엄을 통

션을 받았으며 시험 직전에 조별로 20분 동안 구체

하여 선정되었으며 표준화 환자 훈련 역시 컨소시

적인 시험요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시험

엄에서 담당하였다. 문제 당 점검표 (checklists) 문

성적은 2004학년도 4학년 임상실습 시작 후 4주 째

항수는 평균 29개 (범위 23~34), 총 232개였다. 문항

시행한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 과

분포는 병력청취 34%, 신체진찰 14%, 의사예절

목 1 학점에 50% 반영되었다. 시험 직후 문제의 내

9%, 정보공유 (환자교육) 13%, 환자-의사관계 24%,

용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이나 표준화 환자의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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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tudents' Preparation for clinical Performance Exam (CPX) over Days of Exam*
Variables

Day 1

3.1
(2.5~4.0)
3.6
Perception of exam Goals*
(2~5)
Preparation for
2.6
CPX*
(1~5)
Past credits

Day 2

Day 3

Day 4

Day 5

P-value

3.2
(2.4~4.2)
4.2
(2~5)
3.1
(1~5)

3.2
(2.5~4.2)
3.9
(1~5)
3.0
(1~4)

3.3
(2.4~4.3)
3.9
(2~5)
3.5
(2~5)

3.2
(2.4~4.2)
4.1
(1~5)
3.5
(1~5)

0.73
0.18
0.03

* Numbers in parentheses are range (min-max) by 5-point Likert scale

백은 없었다.

증가 경향은 성별, 연령, 학점을 보정하고 다중선형

CPX를 마친 학생은 시험 전체에 대한 피드백 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 α값 0.05를 기준

문지를 기명으로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에서 CPX

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시험 목적 인지정도 (“나는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

?
은 통계전문프로그램인 SAS 8.2판을 이용하였다.

서 잘 알고 있다”)와 시험 전 준비 정도 (“나는 이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공부)를 했다”)를 5점 Likert

결

과

척도 (정말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응
학생 한 명이 휴학을 하고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

답하게 하였다.
시험 종료 3주 후 스테이션 성적, 영역별 성적, 당

전체 연구 대상자는 123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락 판정, 표준화 환자 서면 피드백을 포함한 CPX

96명으로 78%를 차지하였다. 대상군의 연령 평균

성적 보고서를 개인별로 통보해 주었다. 성적 통보

은 25.4세, 범위는 23~33세였다. 표준화 환자 진료

1개월 후 시험기간 동안 정보 공유에 대한 설문을

문제 8개로 구성된 CPX의 내적일치신뢰도 Cronbach

무기명으로 시행하였다. 질문은 “먼저 시험을 치른

α값은 0.74였다.

학생으로부터 CPX 내용에 관한 정보를 들었는가?”,

가. CPX 성적 분포

정보를 들었다면 “CPX에 대한 사전정보가 성적향
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시험공부 시간, 시험 준비

CPX 전체 점수의 평균은 61.5점, 표준편차 6.0점,

방법, 가장 효과적인 준비방법, 결과에 대한 서면 피

최저 46점, 최고 73점이었다. 환자대면 진료시험 성

드백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적은 평균이 62.9점, 표준편차 6.0점, 최저점 43점,

CPX 성적 합산은 스테이션 성적, 영역별 (do-

최고점 78점이었다. 사이시험의 평균은 57.4점, 표

main) 성적을 따로 구하고 당락판정은 평균에서 표

준편차 9.2점, 최저점은 35점 최고점은 75점이었다.

준편차 두 배 값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평균 - 2 × 표준편차 값을 기준으로 한 낙제 학생 수

각 스테이션 점수는 환자대면 (patient encounter)진

는 스테이션별로 평균 4명 (범위, 2~7명)이었고 전

료시험 성적과 사이시험 성적을 3 : 1의 비율로 가중

체 점수 기준으로 낙제생 수는 3명 (2.4%)이었다.

치를 두어 평균을 구하였다. 시험 일자별, 시험 조별

나. 시험 일자별 CPX 시험 준비

성적 평균치 비교는 ANOVA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다중 비교법으로 Duncan법을 이용하였다. 시험 일

시험 일자별로 배정된 학생군의 1~3학년 학점 평

자와 그룹별 시험순서와 선형관계는 피어슨 상관계

균은 서로 차이가 없었다 (Table I). 학생들의 CPX

수를 산출하였다. 시험일자에 따른 CPX성적의 선형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도 시험 일자별로 서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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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Station and Composite Scores by Day of Exam
Station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39~63
39~63
44~80
56~83
22~75
32~78
44~78
49~89
51~70

58.8
65.9
80.1
54.7
62.1
71.1
70.3
64.6
65.8

46~75
39~84
57~97
22~81
44~78
61~83
42~90
48~77
56~78

53.3
65.4
77.8
55.1
59.6
61.4
69.2
68.2
63.7

46~70

59.7

44~73

50~69

64.3

54~73

Dyspnea
46.4 26~59 55.4 41~70 49.4
HBV carrier
63.6 52~79 65.1 37~89 63.1
Non-compliance
73.9 53~95 71.4 49~94 74.0
Insomnia
46.6 26~59 53.6 34~74 55.8
Headache
59.8 42~76 62.6 44~85 59.2
Cough
59.8 44~78 64.8 45~81 65.6
Bad news
64.2 30~80 67.3 35~90 70.8
Abdominal pain
61.1 42~74 62.6 45~79 62.8
59.4 48~70 62.9 43~73 62.6
Patient
Encounter
Interstation
48.1 35~61 59.4 37~75 59.1
work
Total CPX
56.6 47~64 62.0 46~72 61.7
scores
* P-values of linear trends were obtained by multiple
credits.

70

Pt. encounter

P-value

Linear
Trend*

29~70
51~79
59~100
36~71
38~85
46~77
38~91
41~86
53~74

0.00
0.03
0.04
0.02
0.71
0.00
0.39
0.04
0.01

0.01
0.77
0.08
0.01
0.65
0.28
0.08
0.00
0.00

60.4

37~75

0.00

0.00

62.9

53~72

0.00

0.00

linear regressio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past

Interstation

Total CPX

Scores

60
50
40
3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of Exam
Fig. 1. CPX scores by day of exam

가 없었다. CPX에 대한 시험 전 공부 (준비) 정도는

호흡곤란, 간염보균자, 비순응, 불면, 기침, 복통 스

첫 날이 가장 낮고 2~3일째, 4~5일째 순으로 Likert

테이션 성적은 일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척도 0.4~0.5 구간씩 높아졌다.

가 있었다. 환자대면진료성적 (p=0.0053), 사이시험
성적 (p=0.0001), CPX 총점 (p=0.0001)은 시험 일자

다. 시험 일자별 CPX 스테이션 성적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두통과 나쁜 소식 전하기 두 스테이션 성적은 일

성적 상승폭은 환자진료가 +3.5점, 사이시험이 +11.3

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II).

점, CPX 총점에서 +5.4점이었다. 사이 시험성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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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Domain Scores by Day of Exam
Day 1

Day 2

Day 3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PPI

65.1
91.7
54.1
43.5
64.4
69.2
62.4

50~83
42~100
39~73
32~65
35~85
53~82
54~73

Total scores

59.2

48~70

Station
Patient satisfaction
Greeting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Clinical courtesy
Information sharing
†

Day 4

Day 5

P-value

Linear
Trend*

68.9 43~83 66.8 50~75 67.5 48~83 65.2 48~83
97.4 83~100 95.1 54~100 98.3 88~100 96.6 58~100
59.4 44~72 60.6 51~71 62.2 52~73 60.1 52~75
46.1 18~66 45.3 24~69 49.2 32~73 45.1 29~63
63.8 40~80 64.8 40~85 73.3 50~85 71.3 45~90
72.6 42~93 73.0 58~85 79.3 60~92 77.9 50~95
64.7 46~78 62.5 49~69 64.9 55~73 62.0 46~76

0.48
0.16
0.00
0.42
0.01
0.00
0.36

0.53
0.12
0.00
0.64
0.00
0.00
0.62

62.6

0.00

0.01

44~72

62.4

51~70

Mean Range Mean Range

65.7

56~77

63.2 52~74

* P-values of linear trends were obtain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past credits.
†

PPI denotes physician-patient interaction

Scores

80

Patient education*

70

Clinical courtesy*

60

Dr - Pt interaction
History taking*

50
Physical exam
40
3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of Exam

Fig. 2. CPX domain scores by day of exam (* p for linear trends < 0.01)

CPX 총점은 둘째 날 이후로는 일자별로 통계적으

라. 시험 일자별 CPX 영역별 성적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대면진료성적은 첫날
과 제 2, 4, 5 시험일 성적은 차이가 있고 둘째 날
이후로는 일자별로 성적 차이가 없었다 (Fig. 1). 시
험일자와 피어슨 상관계수는 환자대면진료성적 0.27
(p=0.0027), 사이시험성적 0.38 (p=0.0001), CPX 총
점이 0.35 (p=0.0001)이었다. 시험일자 1일 경과에
따른 CPX 성적의 변화량은 성별, 연령, 학점을 보
정한 후 환자대면진료성적 1.01 (p=0.0038), 사이시
험성적 2.20 (p=0.0001), CPX 총점이 1.31 (p=0.0001)
이었다.

환자 만족도, 인사하기, 신체진찰, 환자-의사 관계
영역 점수는 일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III). 병력청취 (p=0.0014), 의사예절
(p=0.0087), 환자교육 (p=0.0029) 영역 성적은 일자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의사예절
영역 점수는 제 3 시험일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4일
째 점수가 전날에 비해 8.5점 상승하였다 (Fig. 2).
병력청취 영역점수는 첫날에 비하여 둘째 날에 5.3
점이 상승하고 그 이후로는 일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교육 (정보공유)영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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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t. encounter

Interstation

Total CPX

Scores

60

50

40

3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Group
Fig. 3. CPX scores by serial order of students' groups

Table IV.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Scores by Students' Preparation for CPX
Variable
Past credits
Patient encounter
Interstation work
Total CPX scores

Very low

Low

Middle

High

Very High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Mean Range

3.0
56.9
50.2
55.2

3.4
62.3
55.5
60.6

3.1
60.9
55.9
59.7

3.2
65.5
62.2
64.7

3.0
65.4
54.7
62.7

2.53.7
4867
4361
4764

2.44.3
4373
4375
4673

2.44.2
5471
3569
5368

2.44.3
5178
3774
4873

2.44.0
5374
4473
5372

P-value

Linear
Trend*

0.10
0.00
0.00
0.00

0.26
0.07
0.00
0.01

* P-values of linear trends were obtain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past credits.

수는 첫날에 비해 둘째 날에 3.3점이 상승하고 넷째

0.34점 (p=0.0021), 사이시험성적 0.70점 (p=0.0001),

날에는 전날에 비해 5.0점이 상승하여 최고점수를

CPX 총점이 0.43점 (p=0.0001)이었다.

보였다.

바. 시험 준비정도에 따른 CPX 성적 차이

마. 시험 순서 (그룹)별 CPX 성적 차이

시험 준비 정도에 따른 학생군별 1-3학년 학점은

환자대면진료성적은 시험 순서 (그룹)에 따라 통

서로 차이가 없었다 (Table IV). 시험 준비 정도에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이시험 성적

따라 환자대면진료성적 (p=0.0001), 사이시험 성적

(p=0.0001), CPX 총점 (0.0141)은 시험 순서별로 유

(p=0.0001), CPX 총점 (p=0.0001)은 유의한 차이를

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 1시험일 셋째 그룹과 제 2

보였다. 시험 준비정도와 피어슨 상관계수는 환자대

시험일 첫째 그룹의 성적 상승폭은 환자진료가 +1.4

면진료성적 0.34 (p=0.0001), 사이시험성적 0.25 (p=

점, 사이시험이 +13.8점, CPX 총점에서 +4.5점이었

0.0046), CPX 총점이 0.36 (p=0.0001)이었다. 시험준

다 (Fig. 3). 시험 순서 (그룹)와 피어슨 상관계수는

비정도 1 구간 증가에 따른 CPX 성적 변화량은 성

환자대면진료성적 0.29 (p=0.0014), 사이시험성적 0.38

별, 연령, 학점, 시험일자를 보정한 후 환자대면진료

(p=0.0001), CPX 총점이 0.36 (p=0.0001)이었다. 시

성적

험순서가 하나씩 뒤로 갈 때 CPX 성적의 변화량은

(p=0.0048), CPX 총점이 0.09점 (p=0.0104)이었다.

성별, 연령, 학점을 보정한 후 환자대면진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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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Students' Preparatory Studying for CPX and Its Helpfulness*
Method
Textbook reviewing: Physical exam
Textbook reviewing: Medical interviewing
Lecture note reviewing
Other references
Practicing with other persons
Audiovisual aids
Internet surfing
Information from senior
Information from other students

User

Helpfulness

45 (50.0)
12 (13.3)
57 (63.3)
45 (50.0)
16 (17.8)
7 (7.8)
21 (23.3)
22 (24.4)
2 (2.2)

20 (27.4)
1 (1.4)
21 (28.8)
12 (16.4)
6 (8.2)
0 (0.0)
7 (9.6)
4 (5.5)
2 (2.7)

* Numbers in parentheses are percentage of ninety respondents.

사. 수험생간의 정보공유 효과 및 CPX 시험 준비
방법

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시험일자가 뒤로 갈수록
CPX에 대한 준비를 더하였으며 CPX성적은 첫날과

전체 응답 학생 90명 중 53명 (58.9%)에서 시험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시험
전정보공유의 성적향상효과에 대한 응답 분포는
“전혀 그렇지 않다” 4명 (7.5%), “약간 그렇지 않다”
3명 (5.7%), “그저 그렇다” 21명 (39.6%), “약간 그렇
다” 21명 (39.6%), “매우 그렇다” 4명 (7.5%)이었다.
CPX 시험 준비를 한 학생은 전체의 90%를 차지
하였고 평균 준비 시간은 6.3시간, 범위는 0.5~48시
간이었다. 시험 준비 방법으로는 강의 노트 보기, 진
단학 교과서 읽기, 선배도움, 인터넷 검색, 다른 사
람대상 실습, 의학면담 책 읽기의 순이었다 (Table
V). 이 중 강의노트, 진단학 책 읽기, 인터넷검색,
다른 사람 대상 실습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했다.

둘째 날에 차이가 많이 났다. 진료 후 환자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립 능력을 측정하는 사이시험이 환자대
면 성적보다 일자별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첫날과
둘째 날의 CPX 총점 차이는 5.4점으로 문제에 대한
단서 제공은 1 × 표준편차 (6.0점)에 해당하는 정도
의 성적향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보공유
에 의한 시험 성적의 향상이 당락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CPX에서 일자별로 시험성적
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Rutala et al, 1991;
Stillman et al, 1991; Vu et al, 1992,; Williams et al,
1992).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시험일자가 뒤로 갈
수록 수험생의 성적은 직선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전체 8 문제 중 6개 스테이션 (75%)에서 시험

고

일자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4개 스테이션

찰

(50%)에서 시험 일자에 따라 직선적인 성적 상승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진료수행시험에서 시험
의 보안 유지는 공정성, 신뢰도 확보를 위해 꼭 필
요하다. 이 연구는 하루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진료수행시험에서 시험 일자별로 동일한 문제를 사
용할 경우 수험생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았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 보면 병력청취, 정보공유,
임상의사 예절 등의 세 영역에서 일자별 차이를 보
이고 시험일자가 뒤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앞의 세
영역별 성적의 직선적 상승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병력 청취와 정보 공유 기능은 증례 혹은 문제
와 연관된 특이 항목 중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구성
된다. 따라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꼭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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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리하여 준비하면 진료수행시

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로

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Niehaus et al, 1996). 하지

구성된 문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등한 시험문항

만 점검표의 항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정보공유의

의 조합을 만들어 시험일 전후의 문제가 서로 차이

시험성적향상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고하

가 나도록 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시험 일

고 있다 (Vu et al, 1992). 이와는 반대로 신체진찰이

자를 가능한 한 하루 혹은 이틀에 집중하여 CPX를

나 환자-의사관계, 전반적인 환자 만족도는 상호작

치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CPX 형태의 시험에서

용이나 기능의 성숙도를 보기 때문에 수험생이 문

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OSCE형태의 시험에서는

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도 정보공유가 성적향

가능한데 고사장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동일한 세

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특이한

트를 여러 개로 복제하여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

것은 임상의사 예절 영역에서 초반 3일보다 후반 2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문제 보안유지를 위

일에 시험을 본 학생들이 더 점수가 높았었는데 이

해 표준화 환자 훈련이나 채점관 훈련은 시험 당일

연구만으로는 왜 그런 현상을 보였는지 정확한 원

에 시행한다.

인을 추정하기는 힘들고 임상의사예절과 신체진찰

우리나라 현실에서 CPX를 시행할 때 대등한 문

영역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하면 더욱 더 해석하기

제의 조합을 여러 개 운영하려면 표준화 환자의 훈

힘든 현상이다. 좀 더 미시적으로 각 조별 시험 순

련 부담이 증가하고 문제 개발 및 문제 은행 관리체

서에 따른 성적 차이를 보면 환자진료성적은 시험

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Ker et al, 2005). CPX 성

순서에 따라 일정한 성적변화 양상을 볼 수 없었으

적으로 학점을 부여할 때 이번 연구처럼 시험 일자

나 사이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을 나중에 볼수록 성

별로 성적 차이가 나면 일자별로 성적분포를 고려

적향상에는 더 도움이 되었다. 사이시험은 환자진료

하여 표준화점수를 갖고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향후 계획을 세우는 의사의 판단능력을 평가하므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CPX시험 성적에 영향

문제에 대한 단서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성적향상

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정보공유이외에도 다른 요

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Gledhill

인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 Capatos, 1987).

다. 따라서 시험 일자별 성적 상승이 정보공유 한

시험 준비는 가장 적게 한 군에서 성적이 가장 낮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

았다. 하지만 가장 많이 준비를 한다고 가장 높은

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 즉, 연

점수를 얻지는 않았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령, 성별, 과거 학점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험조를

비슷하다 (Rutala et al, 1991; Swartz et al, 1993). 하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므로 CPX성적에 영향을 줄 수

지만 시험에 대한 준비가 CPX성적의 12%를 설명

있는 변수는 우선적으로 시험일자가 된다. 둘째, 정

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60% 정도에서 시험에

보공유와 시험 준비와는 서로 속성이 다를 수 있다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중

는 점이다. 시험 준비에 대한 설문은 시험이 끝난

47%는 실제로 정보를 알고 CPX 시험을 보면 성적

후에 실시를 하였고 정보공유여부에 대한 설문은

이 오른다고 알고 있었다.

성적표 배부 후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시험

이번 연구에서처럼 CPX에서 시험 일자별 보안

을 본 학생들이 알려 주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

유지가 시험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해결책은

하는 것이 시험 준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수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시험 일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준비도 여기에 속한다. 학생

자별로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로조합을 달리하여 시

들의 시험 준비 방법이 주로 강의 노트를 검토해 보

험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정보공유효과를 최소로 만

거나, 진단학/의학면담 교과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드는 방법이 있다 (Vu et al, 1992). 미국의사 국가고

었다. 이전에 교육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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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행시험에서 정보공유 효과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점은 CPX 시험문제에 관한

experience affect performance of clinical clerks on

정보교환 이외의 일반적인 시험 준비도 성적향상에

surgery exit examinations? Am J Surg, 172, 366-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보공유에

372.

대한 동기 유발 정도는 시험 결과를 어떻게 성적에

Cohen R, Rothman AI, Ross J, Poldre P(1993).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utala et al,

Impact of repeated use of objective structured

1991). 이번 CPX시험에서는 당락 결정보다 학점부

clinical examination stations. Acad Med, 68(10

여 쪽으로 성적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

Suppl), s73-s75.

에 정보공유 노력은 다른 때보다 더 많아졌을 것으

Colliver JA, Barrows HS, Vu NV, Verhulst SJ, Mast

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시험성적 활용방

TA, Travis T(1991). Test security in examinations

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

that use standardized-patient cases at one medical

리가 있다. 학점 부여, 당락 판정, 피드백 등 어떤

school. Acad Med, 66, 279-282.

목적으로 이 CPX 성적이 활용되는 지에 따라 학생

Furman GE, Colliver JA, Galofre A, Reaka MA,

들의 정보공유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Robbs RS, King A(1997). The effect of formal

결론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진료수행시험에서

feedback sessions on test security for a clinical

동일한 문제로 며칠에 걸쳐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practice examin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수험생들 사이에 문제정보교환이 일어나며 이는 성

Adv Health Sci Edu, 2(1), 3-7.

적향상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다. 따라서 진료수행

Gledhill RF, Capatos D(1985). Factors affecting the

시험 (CPX)의 공정성을 위해 일자별로 난이도가 비

reliability of a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슷한 대등한 문제 조합을 교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examination (OSCE) test in neurology. S Afr Med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J, 23;67(12), 463-467.
Harden RM, Stevenson M, Downie WW, Wilson
GM(1975).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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