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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third year student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ere asked to perform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t the end of the 2004 

academic year. In this article, we analysed the correlation among the scores of OSCE with those 

of Final Term Examination in Internal Medicine (FTE), Clerkship Performance in Internal Medi-

cine (CP) and Case Conference Examination (CCE), which assess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medicine, respectively. We also analyzed difficulty and discrimi-

nation indexes of the test questions or evaluation criteria, and assessed their objectivity.

  Methods: 1) Relevance: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cores of 85 

students from 6 OSCE stations, FTE, CP and CCE. 2) Analysis on the evaluation criteria: the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indexes of the 59 evaluation criteria were calculated. 3) Objectivity: 

in order to assess objectivity in the scores, the Student t-test was performed on the scores of 

students from 4 OSCE stations where there was a change in the examiners after the morning 

sessions and on the students from 2 OSCE stations that had no change of examiners.

  Results: 1) Relevanc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cores of OSCE and FTE, CP or 

CCE were 0.335, 0.326 and 0.421, respectively (p＜0.01). 2) Analysis on the evaluation criteria: 

difficulty indexes of the 59 criteria ranged from 0.15 to 0.98, and 43% of the criteria belonged 

to the acceptable range. Discrimination indexes ranged from -0.22 to 0.61, and 69% of the 

criteria were acceptable. 3) Objectivity: The student t-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cores of the morning and afternoon sessions in 2 of the 4 stations, where the examiners 

were changed in the afternoon (p＜0.01).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OSCE performed in 2004 may have relevance to a valid 

tool in assessing clinical competence of medical students in terms of knowledge, skill, attitud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However, in order to reuse the test materials in the future, evalu-

ation criteria need to be refined further based on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indexes, and 

measures to improve objectivity of examiners should also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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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능력 (clinical competence)은 환자를 진단하

고 치료하는 진료행 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 (Neufeld & Norman, 1984). 환자

의 진료를 잘 수행하기 하여서는 필요한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문진, 이학  검사  

필요한 진단  검사를 잘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여 진단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한 처치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환자와 가족에 

한 심과 진지함으로 좋은 의사환자 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 평가의 상

역은 의학교육의 3  역인 지식, 수기, 태도 뿐 

아니라 궁극 으로는 문제해결능력까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모든 의과 학의 공통된 교육목표인 일

차의료인으로서의 자질 양성과 무 치 않다 (손진

욱 등, 1990; 박훈기 등, 1999).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로서 찰법은 임상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한 가장 통  방법으로 학생

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직  보고 평가하는 것이

다. 임상수기나 태도를 평가하는 데 타당한 도구로 

임상실습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신뢰도, 객

도, 실용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많은 방법이다. 객

도와 신뢰도를 보완하기 하여 표 화 환자 (SP), 

객 구조화진료시험 (OSCE), 진료수행시험 (CPX) 등

으로 발 되었으며 이들의 타당도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박훈기 등, 1998; 김주자 

등, 2004). 

  경상의 에서는 2003학년도부터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OSCE를 시행하고 있다. 2004학년도에 2

회째의 OSCE를 시행하 으며 임상수행능력 평가

도구에 한 연구와 추후 개선 을 한 체계  분

석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2004년 학년말 경상의 에서 3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시행한 OSCE  내과학 6개 스테

이션에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 다. 첫

째, 동일한 학생들이 학년말에 필기고사로 치른 내

과학 기말시험 성 , 이들의 내과학 임상실습을 평

가한 내과학 실습 성   이들이 증례토론회를 통

해 배운 임상  문제해결방법을 심으로 출제된 필

기고사인 임상증례시험 성 과의 상 계를 분석

하 다. 둘째, 평가표 상 항목들에 한 문항분석과 

평가표의 객 도에 한 통계학  검토를 통하여 향

후 재사용을 한 보완 을 모색하고자 하 다. 

상  방법

  2004학년도 경상의 에서는 11월 28일에 의학과 

3학년에 재학 이던 학생 85명을 상으로, 3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 12개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OSCE를 시행하

다. 각 스테이션 별 시행시간은 4분 30 씩 주어졌

으며 각 학생 그룹은 출석번호에 따라 나 어졌다. 

SP가 활용되었으나 평가는 교수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고 비시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자훈련을 

받은 3인씩으로 각 스테이션 평가자가 구성되었다. 

이때 내과학교실의 6개 스테이션이 문진, 진단  

처치과정, 태도 등을 개별 스테이션에서 함께 측정

하려고 한 CPX 형태로 출제되었는데 본 연구는 내

과학 6개 스테이션을 주 연구 상으로 하 다.

  분석 상이 되는 각 스테이션의 시험주제는 소

화기내과의 연하장애 (7번 스테이션), 호흡기내과의 

고립성 폐결 (8번 스테이션), 순환기내과의 흉통

(9번 스테이션), 신장내과의 뇨 (10번 스테이션), 

소화기내과의 복통 (11번 스테이션), 내분비내과의 

갑상선 결 (14번 스테이션)이었으며 문진과 진단 

 처치과정, SP를 하는 태도 등이 평가된, 학생 

85명의 성 을 자료로 하 다.

  내과학 6개 스테이션 성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임상실습을 평가한 실습 성 , 필기고사

로 치른 임상증례시험 성 과의 련성을 Pearson 

상 계분석을 통해 구했으며, 문항의 분석을 

해 각 스테이션 별로 문항의 평가표 상 항목들의 

난이도와 분별도를 난이도 지수와 분별도 지수 계

산 공식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계산기로 계산하 는

데, 85명의 학생들의 성 으로, Kelly 이론에 따라 

상ㆍ하  각 27%씩 (상  23명, 하  23명)을 각 집

단의 수로 정해 분류한 자료가 계산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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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cores of OSCE and FTE, CP, or CCE done of Each Station

Station 7

dysphagia

Station 8

pulmonary nodule

Station 9

chest pain

Station 10

hematuria

Station 11

abdominal pain

Station 14

thyroid nodule
Total

FTE .432† .047 .092  .267*  .235* .276* .335
†

CP .420† .002 .132 .199 .148 .417† .326†

CCE .355
†  .236* .158 .169  .240* .364† .421†

FTE: final term examination of internal medicine, CP: internal medicine clerkship performance, CCE: case 

conference examination. *p＜0.05, †p＜0.01

(김 명, 1989; 김 채, 1990; 황인홍, 2000).

  OSCE 시행과정에 있어서 두 개의 외 인 변수가 

있었다. 하나는 OSCE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85명의 학생들을 오 과 오후로 나 어 시

행하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개 스테이션 (7, 8, 

9, 10번 스테이션)에서는 오후가 되어 평가자가 교

체됨으로써 오 과 오후의 평가자가 달랐다는 것이

다. 오  오후에 따른 문제유출의 문제를 막기 해 

학생들의 건물내 이동과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휴

화의 사용도 지했다. 이와 같은 오 , 오후에 

따른 시간 변수와 평가자 변수가 수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6개 스테이션의 문항별 

수를 오 , 오후 학생군으로 나 어 t-검정으로 평

균을 비교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도우용 SPSS 

로그램 (10.0)을 이용하 다.

결   과

가. OSCE  내과학 6개 스테이션과 각 시험과의 

련성

1) 6개 스테이션 총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실습 성 , 임상증례시험 성 과의 상

계

  내과학 기말시험 성 (r=0.335, p=0.002), 내과학 

실습 성 (r=0.326, p=0.002), 임상증례시험 성

(r=0.421, p=0.000) 모두 유의확률 1% 수 으로 6개 

스테이션의 총 과 상 계가 있었다 (Table I).

2) 각 스테이션 성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

과학 실습 성 , 임상증례시험 성 의 상 계

  내과학 기말시험 성 은 7번, 10번, 11번, 14번 

스테이션과 유의한 상 계 (r=0.24, -0.43), 내과

학 실습 성 은 7번, 14번 스테이션과 유의한 상

계 (r=0.33, -0.42), 임상증례시험 성 은 7번, 8

번, 11번, 14번 스테이션과 유의한 상 계 (r= 

0.24, -0.42)가 있었다 (Table I).

나. 문항의 난이도ㆍ분별도  시행 상의 객 도 

  각 스테이션의 평가표 상 항목 수는 최소 4개에

서 최  15개 다. 내과학 6개 스테이션 체의 항

목 수는 59개 으며 이  난이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10개, 30～70%가 25개, 70%를 과

하는 항목이 24개 다. 50～60% 항목은 8개 다. 

분별도는 0.14 이하 항목이 19개, 0.15～0.24가 18

개, 0.25～0.34가 11개, 0.35 이상 항목이 11개 다. 

  각 스테이션의 오 ㆍ오후, 평가자의 변경여부에 

따른 t검정 결과를 보면 9번과 10번 스테이션이 오

과 오후 성 에 유의한 차이 (p＜0.01)가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스테이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번과 10번 스테이션은 오후에 들어 평가자가 바  

스테이션이었으며 평가자가 동일했던 11번, 14번 

스테이션은 오 과 오후의 성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II,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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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SCE scores (mean, Standard deviation) of 

each station by time (am or pm).

Table II. OSCE Scores (mean, standard deviation) done of Each Station by Time (am or pm)

a.m./p.m. N Mean SD p-value

Station7
a.m. 44  7.1818 1.7656

.806
p.m. 41  7.2561  .8072

Station8
a.m. 44  3.8409 2.2716

.602
p.m. 41  4.0976 2.2450

Station9
a.m. 44 16.8409 2.5376

.008
p.m. 41 15.1463 3.1069

Station10
a.m. 44  7.2636 1.3597

.000
p.m. 41  5.7683 1.3514

Station11*
a.m. 44  4.3182 1.7223

.256
p.m. 41  3.9512 1.1608

Station14*
a.m. 44  8.2500 1.5269

.326
p.m. 41  8.5854 1.5969

Total
a.m. 44 47.6955 6.7868

.037
p.m. 41 44.8049 5.7878

SD: standard deviation. *same examiner all day long

고   찰

  내과학 6개 스테이션 총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실습 성 , 임상증례시험 성 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통계학 으로 볼 때 상 계 

분석은 확률 으로 변수들이 계가 있을 가능성에 

해 말하는 것이며 일반 으로 상 계수가 0.19이

하면 상 계가 없다, 0.20～0.39면 상 이 있으나 

낮다, 0.40～0.69면 확실히 상 이 있다, 0.70이상이

면 상 이 높다고 본다 (김용일, 1986). 내과학 6개 

스테이션의 총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실습시험 성 , 임상증례시험 성 의 상 계수 값

은 ‘상 이 있으나 낮다, 확실히 상 이 있다’ 수

의 련성을 보 다 (Fig. 2).  

  내과학 기말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내과의 한 학

기동안의 강의내용을 다룬, ‘지식’을 묻는 시험이었

으며 내과학 실습은 내과 임상실습  평가자의 

찰로 이루어진 ‘수기’와 ‘태도’에 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상증례시험은 비록 필기의 형태로 

치러졌지만 이들이 1년 간의 증례토론회를 통해 배

운, 임상  문제해결방법을 심으로 치러진 ‘문제

해결능력’을 묻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의 종합과 임상수행능

력의 평가 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내과학 6

개 스테이션의 총 과 임상증례시험 성 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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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상 이 있다’ 수 의 련성을 나타냄으로써 문

제해결능력을 더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각 스테이션 성 과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실습 성 , 임상증례시험 성 과의 상

계를 보면 7번과 14번 스테이션 성 이 내과학 

기말시험 성 , 내과학 실습 성 , 임상증례시험 성

과 고르게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며 9번 스테

이션은 어느 시험과도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9번 스테이션은 흉통에 한 문진  처치, 

태도 등을 묻는 스테이션이었으며 다른 스테이션들

과 비교해서 문항이나 체크리스트 상의 특이할 만

한 은 없었다. 각 시험과 고르게 유의한 상 계

를 보이는 스테이션과 그 지 못한 스테이션에 

한 분석도 추후 문항출제를 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상의 에서 

실시한 2004학년도 OSCE  내과학 6개 스테이션

은 지식, 수기, 태도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다. 

일반 으로 목 하는 바를 얼마나 잘 반 하는가,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는 타당도로 평가되고 있다

( 시  등, 1997).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을 묻는다면 만족할 만한 수

치는 아니지만 통계학 으로 의미있는 련성을 보

으며 개선 에 한 후속연구와 보완이 뒤따른다

면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로서 만족할 만한 타당도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6개 스테이션 평가표상 항목들의 난이도 분포를 

보면 난이도 지수 30% 미만의 항목과 70% 과의 

항목이 각각 17%와 40%로 체 57%의 비율을 차

지하며 허용범 인 항목은 43%, 최 범 인 항목

은 1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문제가 체 으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난이도 분배에 있어서 양호하지 못한 것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s of OSCE and 

final term examination, clerkship performance, 

or case conference examination. FTE: Final 

term examination, CP: Clerkship performance, 

CEE: Case conference examin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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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on the evaluation criteria; difficult and discrimination index distribution.

으로 볼 수 있다. 내과학 6개 스테이션의 평가표상 

항목들의 분별도를 보면 폐기해야할 불량군이 31%, 

수정이 필요한 경계군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분별도 분배 역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Fig. 3).

  난이도와 분별도는 인과 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즉 난이도가 양호하다고 반드시 분별도가 좋은 것

은 아니며 분별도가 양호하다고 해서 난이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김 채, 1990). 그러나 난이도지수ㆍ분

별도 지수 값이 모두 양호한 경우들이 2004년 경상

의  OSCE  내과학 6개 스테이션에서도 14문항

이 있었다. 문항출제에 있어 처음부터 좋은 난이도

와 분별도를 반 해 문항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의 문항분석의 결과로 드러

난 좋은 문항과 그 지 않은 문항을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왜 그런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OSCE를 오 에 치른 집단의 수와 오후에 치른 

집단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거나 평가자가 바  

스테이션과 바 지 않은 스테이션 간의 수 차가 

크다면 시행과정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게 된다. 

연구의 주 상이 된 내과학 6개 스테이션의 성  

상ㆍ하 자 집단의 구성을 확인한 결과 상 자 집

단의 오  오후 그룹 구성비는 16：7명, 하 자 집

단의 오  오후 그룹 구성비는 9：14명이었다. 이

는 오  그룹 구성원들의 성 이 오후 그룹 구성원

들의 성 보다 비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1명

씩 8그룹, 44명과 41명으로 오  오후가 나 어졌

는데, 이는 출석번호 순이었으며 성 을 고려하여 

무선 할당 (random assignment)한 것은 아니었다. 9

번, 10번 스테이션 성 의 t값은 유의확률 1% 수

의 유의성을 보여 체 으로 오  오후의 성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문항의 출제

에서부터 시행과정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 

무 많기 때문이다. 차후 보다 통제된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자가 

바  것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두 개 스테이션으로 

미루어 볼 때 객 도 (평가자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평가표에 보

다 객 성을 부여하고 주  단이 개입될 수 있

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하며 평가자

에 한 사 훈련이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시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각 과별로 나 어진 문제 출

제 방식은 그 로 따르되 배 과 평가표상 항목의 

수, 평가 요령 삽입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각 

과에 일 인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모아진 

문제들을 총 하여 검토하는 수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  

그룹과 오후 그룹 등으로 나 어야 될 경우 성 과 

같은 엄격한 기 에 따라 균등하게 분류하는 것이 

객 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도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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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상 자료는 모집단으로서의 확률분포

를 구체 으로 가정하기 애매하여 비모수 검정을 

시행해야할 조건이 되나 표본인 학생들의 수가 85

명으로, 소ㆍ 표본의 기 인 30명을 과하므로 

모수검정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일반 으로 표본

의 경우 비모수  조건이 되었을 때도 모수검정이 

가능하며 모수 검정 통계 방법이 비모수 검정 통계 

방법보다 더 효율 이며 검정력이 크므로 (김 채, 

1990) 모수검정인 t검정과 Pearson 상 계 분석을 

사용하 음을 밝 둔다. 

  요약하면, 2004학년도 학년말 경상의 에서 3학

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OSCE  내과학 6개 

스테이션은 학생들의 지식수 을 평가한 내과학 기

말시험성 , 수기와 태도를 평가한 내과학 실습성

,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 임상증례시험성 과 모

두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향후 재사용을 하

여 난이도와 분별도에 근거한 평가표상 항목의 조

정과 평가자에 따른 객 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

해야 할 것이며 비교 상이 되는 시험들을 추후 

연구까지 고려하여 설계하는 노력이 뒤따를 때 보

다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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