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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using standardized patients (SPs) is an ac-

ceptable method of testing medical professionals, but there has been some concerns about 

security.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examine whether the day of the examination influences 

the scores of examinees of different medical schools at different times throughout the examina-

tion period.

  Methods: Six medical schools, which had participated in the Seoul-Gyeonggi CPX Consor-

tium 2005, were enrolled. Each station, controlled by the same regulations, included 12 minutes 

of SP encounter and 5 minutes of writing a short essay. We compared the mean scores using 

ANOVA and linear trend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SPSS version 11.0.

  Results: The mean score of examinees from all 6 medical schools was 63.2±6.9. There was 

no difference in total mean scores among the medical schools according to the period when CPX 

was conducted. Classified by their examination day,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e mean 

scores of the 1
st, 2nd, and 3rd day, but in one school where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for 

5 days, the mean scores of the 4
th day was higher than the others (p<0.05). There were trends 

of linear increases over the five days for the ‘physical examination’question, but not for 

‘physician-patient interaction’and ‘patient education’.

  Conclusion: The changes in score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day in this study did not 

show consistent results. However, the variable results seen according to school, test question, and 

examination day need further analysis for test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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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의과 학의 의학 교육에 표 화 환자를 이용

한 임상수행능력평가 (이하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가 도입되고 확 되면서 의과 학생들

의 임상 실기 교육이 보다 표 화되고 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임상수

행능력을 높이기 한 교육과 이를 평가하는 시험

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의 의사 국가 면허 

시험에도 임상 실기 역에 한 시험이 이루어질 

정이다 (National Health Personal Licensing Examina-

tion Board, 2005). 

기존의 지필 고사 등 다른 평가법과 비교하여 임

상수행능력평가는 시간, 돈, 인력  노력이 더 필요

할 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한 객 인 신뢰도의 

확립이 한 필수 이다. 임상수행능력평가는 부

분 시험 시간이 길고 문항별 일 일 시험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시험장 복제와 시험 시기를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필연 으로 

시험 내용의 유출이나 보안성에 련한 우려를 갖

게 한다. 특히 2004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된 컨소시엄 형태의 CPX 시험 후에 한 학에서 시

험 날짜별로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보 유출

이 시험 성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Kwon, 2005).

본 연구는 2005년도에 시행된 제2차 CPX 시험 

후에 여러 학의 시험 결과를 토 로 하여 시험 시

기별, 학교별  문항 유형별로 비교하여 같은 문제

를 가지고 어느 기간에 걸쳐서 여러 학이 시험을 

치 을 때 학 내, 학 간의 정보 공유 여부  그

리고 만일 정보 공유가 있다면 그 향이 어떠한지

를 유추하고자 하 다. 

상  방법

2005년도 제2차 서울, 경기 CPX 참여 학은 총 

13개로서 체 시행 기간은 7월 22일부터 10월 9일

까지 으며 이  하루만 시험을 시행한 5개 학교와 

재학생 의 일부에서만 시행한 1개 학교  자료가 

부실했던 1개 학교를 제외한 총 6개 학을 상으

로 하 다.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서는 2005

년도에 10문제를 개발하 으며 각 문제는 일차 진

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주제로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의사 , 환자 교육, 의사-환자 계 

등의 분야를 평가하도록 문항이 개발되었고 1문제

당 4~5명의 동일한 표 화 환자를 훈련하 으며 7

월부터 10월까지 13개 학에서 순차 으로 CPX가 

시행되었다. 

연구 상인 6개 학에서 시행한 문제 수는 학

별로 5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하지만 문제 선택의 우

선순 를 정하여 모든 학은 같은 순 의 공통 문

제를 선택하게 하 다. 각 문제는 상황소개 숙지 시

간 1분, 표 화 환자 면 시간 12분, 사이 시험 5분

의 규정에 맞추어 시행되었으며 그 밖의 시행 요령

도 컨소시엄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부분 동일

하게 진행되었다. 시험 후 설문지 답변을 포함한 모

든 학생의 수는 동일한 양식에 수록되어 컨소시

엄으로 보내져서 취합되었으며 이 연구는 상 학

교의 선정 후 컨소시엄으로부터 상 학교의 자료

를 다시 받아 분석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11.0을 이용하 으며 학교 간 

성 의 비교에는 분산 분석을 이용하 으며, 시험 

날짜 순서에 따른 시험성 의 비교는 반복 측정 분

산 분석을 이용하 다. 학교와 학생 개인의 성 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시험 성 에 미치는 시험 날짜 

순서의 향을 보기 해 다 선형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한 각 문제별로 시험 날짜 순서에 따른 

평균의 변화와 한 학교에서는 시험 날짜에 따른 사

이 시험 성 의 수를 비교하 다.

결   과

가. 시행 시기별 총 의 평균 수 비교

6개 학의 총 평균 수는 63.2 , 표 편차 6.9

이었다. 시행 시기별에 따라 살펴보면 가장 먼  시

행한 학교에서의 수가 가장 높았고, 간에 시행

한 학교의 수가 가장 낮았으나 시행 시기에 따른 

시험 성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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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Mean Scores of 6 Medical Schools, Seoul-Gyeonggi CPX 2005

School

(Order)

Students

(No.)

Cases

(No.)

Periods

(Days)
Mean Scores SD

A

B

C

D

E

F

 44

 63

144

113

 79

124

 8

 5

10

 6

 6

 6

2

2

5

 3*

2

3

67.8

63.1

64.9

58.7

63.6

63.4

4.7

6.6

5.3

8.2

5.9

6.6

Total 567 63.2 6.9

* CPX was performed weekly.

Table II. Mean Scores According to the Day of Examination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Total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255

  62.6

   7.1

  208

  63.0

   7.1

  80

 63.6

  6.5

 30

 67.0

  5.2

  23

  63.5

   5.0

  566

  63.2

   7.0

 * p<0.05, †The scores of day 4 and 5 are made at one school.

나. 시험 일자별 총 의 평균 수 비교

체 학생을 시험 일자별로 다시 분류하여 총

의 평균 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시험 첫째 날에 

비해 넷째 날의 수가 유의하게 (p<0.05) 증가하

으나 학생 숫자가 비교  많은 1~3일의 수 변화

는 매우 작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II).

한 학교를 보정하고 CPX 총 을 비교한 결과 

시험 날짜는 총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계수=0.39, 표 오차=0.31, 유의확

률=0.20). 

다. 학교별, 시험 일자별 CPX 총 의 평균 수 

비교

각 학별로 시험 일자를 나 어 CPX 총 의 평

균 수를 비교하 을 때 부분의 학에서는 시험 

일자에 따른 시험 성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학 (C 학)에서만 일자에 따라 시험 성 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p<0.05), (Table III) 

일개 학을 상으로 CPX 시험 성 에 한 학생

들의  성 과 OSCE 성 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이들은 CPX 총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성  B=5.18, SE=1.94, p=0.01 / OSCE 

성  B=0.28, SE=0.10, p=0.01). 

시험 성 에 한 시험 일자의 향에 해 학생

들의  성 과 OSCE 성 을 보정한 결과 시험 

날짜는 CPX 총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험날짜 B=-1.41, SE=1.28, p=0.27). 

라. 문제  수행 역에 따른 시험 일자별 비교

각 문제별로 시험 일자에 따른 총  평균의 변화

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 으며 이를 다시 학교별

로 분리하여 학생 수가 많은 문제 6개의 수 분포

를 Fig. 1에 표시하 고 수행 역별 수 분포는 

체 학생을 상으로 수험 일자별로 Fig. 2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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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PX Scores by School and Examination Day

School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A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24

68.0

 4.4

20

67.5

  4.8

B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37

62.4

 7.1

26

64.0

 5.8

 C*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30

62.1

 5.7

30

66.0

 4.0

30

65.5

 5.0

30

67.0

 5.2

23

63.5

 5.0

D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44

59.5

 8.5

43

56.5

 8.6

26

61.0

 6.5

E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44

64.0

 6.4

35

63.2

 5.3

F

No. of students

Mean scores

SD

46

62.1

 6.4

54

64.2

 6.3

24

64.0

 7.5

* p<0.05

하 다. 

신체 진찰 역의 평균 수는 시험 일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환자-의사 계  환자 

교육 등의 평균 수는 변화가 없었다. 

고   찰

CPX 시험이 복제되고 반복되어 시행될 때 시험

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향을 주는 요소로서 시험 

문항과 검표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 외에 표

화 환자, 시험 장소, 채  등의 일치도  시험 내용

에 한 정보 유출이나 공유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유출에 따른 CPX의 공정성에 한 일련의 연구는 

일부 문항이나 문제 유형에서 시험 시기가 나 일 

수록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상의 체 인 결과에서 확연하게 일 되고 

체계 인 수의 증가 상은 없다 (Colliver et al, 

1991; Vu et al, 1992; Niehaus et al, 1996). 한 

CPX와 함께 시험 시 시행한 개별 인 되먹임 과정 

조차도 시험 보안성에 향을 주지 않았다 (Furman 

et al, 1997).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여 시행할 때 시험 

시기가 나 일수록 시험 정보 획득  시험 비를 

보다 화하여 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을 고려할 때, 시험 결과가 매우 한 

결과를 래하는 등의 정보 공유 동기가 큰 평가에

서는 시험의 보안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여

히 요하다 (Stillman et al, 1991). 

임상 수행 평가 운  의 부주의로 시험 직  일

부 학생에게 문항 제목이 노출 던 한 연구 조사에

서는 시험에 한 제한 이거나 시험 바로 직 에 

노출이 다면 학생들의 부당 이득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실수가 발생한 

경우, 무시하기보다는 공개 으로 노출시켜 합리

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학생과의 

신뢰 회복  시험의 타당성 유지에 요하다고 강

조하 다 (Wilkinson et al, 2003). 

한 부주의로 채 표가 노출 거나 일부 부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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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PX scores by main problem and school

한 강사에 의해 일부 시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유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 채 표 항목

(tagged item) 을 추가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완하려는 

연구도 있다 (De Champlain et al, 1999; Macmillan et 

al, 1999; De Champlain et al, 2000). 한편, Hodges

(2003)는 OSCE의 타당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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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PX domain scores by day of examination (student number in Day 1=255, Day 2=208, Day 3=80, Day 

4=30, and Day 5=23).

히 거시 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  정치  배경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로 1994년 이후 우리나라 의과 학의 

OSCE 시험 황에 한 Lee & Ahn (2006)의 보고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년 학생이 시험문

제의 세 한 정보를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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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사이에서 좋은 행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  배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한 더 세 하고 체계 인 연구

와 비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 에 Park & Kwon (2005)은 일개 학의 123

명 학생을 5개 조로 나 어 매일 한 조씩 5일간 8개

의 임상수행평가를 시행하면서 정보 공유 양상을 

분석하 는데 시험 날짜가 뒤로 갈수록 성 이 직

선 으로 증가하 음을 보여주었으며 시험의 공정

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의 조

합을 이용하거나 시험일을 집 하는 방법 등을 제

안하 다.

본 연구는 일개 학뿐 아니라 일정 지역에 흩어

져 있는 다수의 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행한 

CPX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느 일정 지

역에서 시행하는 CPX의 보안성과 공정성을 보고자 

하 다. 시험 때 학생 지침으로 주어진 주요한 증상

이나 표 화 환자와의 화 내용 등의 유출은 학생 

설문지나 인터넷 공동 운  사이트 등 몇몇 과정에

서 우연히 부분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행 시기에 따라 학교 수의 차이가 유

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체 학생을 상으로 시

험 일자별로 비교하 을 때도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유출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범 가 6

개 학이 여러 시기와 기간 동안에 실시했던 이번 

시험 체의 공정성에 유의한 향을  정도는 아

니라고 단되었다. 시험 일자별 성 을 다시 학교

별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 학에서 유의한 증가 

양상을 보 는데 (Table III) 이는 학 간에 문화나 

는 시험 결과의 성  반  방법 등의 차이 때문으

로 생각된다. 

스테이션 혹은 주 증상별로 분석한 결과는 학교

별 혹은 시험 일자별로 다양한 경향을 보 는데

(Fig. 1)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느 문항이 더욱 유출

되었나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수로 반 되는 채

 내용의 비교도 추후에 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

다. 한편 역별 경향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ig. 

2) 신체검사 항목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

 Park & Kwon (2005)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신체검사 역의 채  기 에서 숙련도를 평

가하는 것 보다 소정의 화된 신체검사 항목 수

행 여부를 평가하는 비 이 클 때는 문항의 사  정

보 획득이 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

다. 

환자-의사 계나 환자 교육 역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부터 학생의 태

도나 환자와의 의사소통의 질  요소를 평가하는 

역은 문제 유출의 향이 상 으로 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한계 으로는 시험을 

시행한 각 학에서 자체 으로 나  조별 특성이 

수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보정하지 못한데 

있다. 그러나 한 학교를 상으로 하여 개인의  

성 과 OSCE 성 을 보정하 는데, 이때에도 시험 

날짜는 CPX 성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한 비록 5개의 공통 문항을 모든 학에서 수행하

으나 다른 문항들도 있었으므로 문항별로도 세분하

여 수를 비교하는 것도 추후의 연구에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비록 이번 연구 결과가 어도 이번 시험의 기간

과 지역에 있어서 범 하고 조직 인 정보 유출

의 증거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

러한 임상 수행 시험의 속성상 정보 공유의 우려는 

상존한다. 시험 내용의 유출이나 피시험자 간의 시

험에 한 정보 공유가 시험의 공정성에 향을 주

지 않기 해서는 시험 내용의 비 을 지키는 문화

의 정착이 가장 근본 인 방법일 수 있으나 그 외에 

시험 내용 유출과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없애거나 이는 방법, 시험 내용이 유출되더라도 

시험 결과에 별로 향을 주지 않을 채  항목의 개

발과 배  등의 노력을 통해 그 향을 이도록 해

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재 시행하고 있는 CPX 시험

은 각 실기 시험 직후에 사이-시험이라는 필답 쓰

기를 시행하는데 이의 항목은 S (주  증상), O

(객  증세), A (추정 진단), P (치료 방침) 에서 

AP, 즉 진단과 치료 방침에 해서만 기술하게 되

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문제의 정보를 미리 

취득한다면 피시험자가 쉽게 비하여 답안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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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PX scores (◆) and inter-station scores (■) 

at school E.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는 다른 연구 결과뿐 아니

라 (Park & Kwon, 2005) 이번 연구 상의 한 학

을 상으로 CPX 총  평균과 사이 시험의 평균

수를 비교했을 때도 사이 시험 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 다 (Fig. 3). 그러나 사이 시험에 S (주  증

상), O (객  증세) 즉 표 화 환자를 면해야지

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쓰도록 하고 이에 

한 평가를 함께 하면 시험 내용 유출에 의한 향을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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