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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의학교육실, 2내과학, 3외과학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llowing variables: basic science score, 
written examination score (Internal medicine and Pediatrics), clinical clerkship score (Internal medicine and Pediatrics), and affective
factors (self-efficacy, anxiety, and perception of preparedness). 
Methods: Forty-two medical students took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One day
before the CPX, the students completed a brief survey, which included 11 items that sampled their self-efficacy, preparedness and
anxiety with regard to the CPX. The responses from the 38 identifiable surveys (90%), out of 42,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were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ents' basic science 
scores, clinical clerkship scores, and written examination scores were considered for this study.  
Results: We found that self-efficacy influenced students' CPX scores indirectly through  their preparedness and anxiety. Preparedness 
influenced students' CPX scores indirectly through their anxiety. Anxiety was predicated on self-efficacy directly or indirectly and 
it predicted CPX scores. The clinical clerkship scores affected the students' CPX scores indirectly. The written examination scores
and basic science scores, however, did not impact the students' CPX scores directly or indirectly. The basic science scores, clinical
clerkship scores, and written examination scores were not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Conclusion: Our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linical clerkship education and reasonable medical teaching methods in  
improving the student self-efficacy for the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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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의과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

로 필기시험이 행해졌으며,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평가하는 의사국가시험에서도 지필고사 성적이 합격

의 잣대가 되어왔다. 2010년도 졸업생부터 시행될 의사국가 

실기시험은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에 국한된 지필고사식 평가

방법의 한계를 벗어나,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기 및 태도 영

역까지를 골고루 평가할 수 있어 평가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1]. 이러한 변화된 평가방법으로 인

하여 의학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임상실습교육 후 학생들의 수행능력에 대

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임상수

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를 실시하

고 있다. 이제는 의과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논함에 있어 임

상수행영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수행능력을 

예언해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기초의학 성적, 임상의

학 성적 등의 학교 성적과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여

기서의 학교 성적은 주로 학생들의 지필고사 성적을 의미하

는 것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임상수행평가와 필기시험 점

수가 관련성을 보인 연구[2,3,4]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연

구[5,6]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는 필기시험 

이외에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받은 실습 점수를 분리하여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학습자 변인 중 지적능력, 

선행학습의 정도 등 학습자의 능력 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습자의 비능력 특성, 즉 정의적 특

성이 학습 성과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8].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이란, 감

정이나 정서 등과 같은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태도, 정

서, 흥미, 신념, 의지, 가치관, 인성 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이 

해당된다[9].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정의적 특성 

변인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적 판단 또

는 신념으로[10],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학습자의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성취행

동 및 학업성취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개념이다[11]. 따라서 

CPX라는 특수한 과제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

라 학생들의 수행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외국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수행능력

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12,13] 국내 연

구는 그 예가 드물다.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학생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 중 하나가 불안감이다. CPX 상황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평가 상황을 보다 위

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수행에 필요한 능

력을 활용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12]. 이러

한 수행에 대한 불안감은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낮아진다[14, 

15,16]. 그리고 CPX에 직면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가 지각하는 정도 또한 자기

효능감, 시험에 대한 불안감, CPX 점수와 관련성을 가질 것

이다. CPX 준비를 많이 한 학생군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처럼[12,17], CPX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학생일

수록 CPX 점수는 높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의적 특

성들이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예언하는 데 있어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정의적 특

성까지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학습자의 특성 

중 기초의학 성적 및 필기시험과 같은 지적 수준과 실습 점수, 

그리고 자기효능감, 불안감, 시험에 대한 지각된 준비도와 같

은 정의적 특성들이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및 실습 점

수와 CPX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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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특성이 어떤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이러한 요인이 임

상수행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규

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G대학교 4학년에 재

학 중인 의과대학생 42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으나, 이 

중 설문이 불성실한 4명을 제외하고 총 3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4명(63.2%), 여학

생이 14명(36.8%)이었다. 

  1) CPX 점수

  2007학년도 4학년 임상실습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임상수

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서 주관

하는 CPX를 실시하였다.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10개의 증례

를 사용하였으며, 증례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학

적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방(station)별 배정된 시간은 

상황소개 및 지침 숙지시간 1분, 환자 대면 진료시간 12분, 사

이시험시간 5분으로 총 18분이었다. 

  CPX의 세부 평가 항목인 전반적 만족도, 인사하기, 병력청

취, 신체진찰, 임상예절,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평가 총점을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으로 간주하였다. 10개 증례에 대한 

CPX 점수를 합산하고 이것을 다시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하였다. CPX 점수의 평균은 55.95점이고, 표준편차는 4.88점

이었다. 

  2) 필기시험 점수 및 실습 점수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초의학 성적은 1학

년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취득했던 평점평균을 사

용하였고, 평균은 4.3 만점에 2.80이며, 표준편차는 0.59였다. 

또 다른 변인인 임상필기시험 점수 및 실습 점수는 학생들이 

3학년 임상실습을 마친 후 치른 필기시험 점수와 실습 점수를 

사용하였다. 단, CPX의 증례가 대개 내과적 질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CPX 점수가 내과 성적과 비교

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2], 본 연구에서도 내과계

(내과학 및 소아과학) 필기시험 점수(이하 필기시험 점수)와 

내과계 실습 점수(이하 실습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필기시험 

점수의 평균은 73.34, 표준편차는 6.36이었으며, 실습 점수의 

평균은 68.81, 표준편차는 3.31이었다. 

  3)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CPX에 대한 자기효능감, 불안감 및 준비도에 대한 설문지

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vis [12]의 연구

를 참고하여 저자들이 개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CPX에 대

한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믿음 및 신념을 측정하는 8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문제를 종합하여 

가능한 진단명을 생각해 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안감은 학생들의 

CPX에 대한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CPX를 앞두고 긴장되고 마음을 안정시키

기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62로 나타났다. 

준비도는 CPX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된 준비 정도를 묻는 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는 모두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

점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CPX 시행 하루 전 시행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자기효

능감, 불안감, 준비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지시사항을 숙지시킨 후 솔직하

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설문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인 CPX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 기

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r을 산출하였다. 둘째, CPX 점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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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M SD 1 2 3 4 5 6 7

1. CPX score
2. Basic science score
3. Written exam score
4. Clinical clerkship score
5. Self-efficacy
6. Preparedness
7. Anxiety

55.95
 2.80
73.34
68.81 
 2.31 
 2.79
 2.16

4.88
0.59
6.36
3.31
0.37
0.58
0.55

-

0.08
0.03
0.25

 0.28a)

 0.33b)

 -0.34b)

-

  0.75b)

 0.22
 0.10
-0.01
-0.06

-

  0.38b)

-0.05
-0.08
-0.08

　
　
 -

-0.13
-0.09
-0.04

　
　
-

 0.35b)

-0.54c)

　
　
　
　

-
-0.41b)

　
　
　
　

-

M: Mean, SD: Standard deviations,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10, b)p<0.05, c)p<0.01.

관계를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5.0을 사용

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의 계수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로 χ2/df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

용하였으며, 증분적합지수로 comparative fit index (CFI) 

및 normed fit index (NFI)를 사용하였다. CFI와 N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RMSEA는 0.05 이하

이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그리고 0.08 이하이면 적합

도가 좋은 것으로 판정하였다[18]. 그리고 모든 통계적 유의

도는 유의수준 10%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의과대학생들의 CPX 점수,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았다. 

  CPX 점수는 자기효능감(r=0.28, p<0.10), 준비도(r=0.33, 

p<0.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감(r=-0.34, p<0.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PX 점수와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자기효능감은 준비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r=0.35, p<0.05), 불안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4, p<0.01). 그리고 불

안감은 준비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0.41, p<0.05). 필기시험 점수는 기초의학 성적과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0.75, p<0.01), 실습 점수와

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8, 

p<0.01) (Table 1).

  그러나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각각은 자

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정규분포성(normality)을 검증하기 위해 CPX 점수, 기초

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

비도에 대해 Kolmogorov-Smirnov (K-S)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α=0.05).

  의과대학생들의 CPX 점수,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 간의 관계 모형의 적

합도 분석결과 χ2=5.44, df=9, p>0.05, RMSEA는 0.000, 

CFI는 1.000, 그리고 NFI는 0.925로 관계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해 주는 적합도 지수들은 일반적으로 양호한(reaso-

nable) 것으로 나타났다. 

  CPX 점수,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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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 Model of the Effects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of Variables

χ2 [9]=5.44, p>0.05, χ2/df=0.60, CFI=1.000, NFI=0.925, RMSEA=0.000, Method of Estimation=Maximum Likelihood, path values=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a)p<0.10, b)p<0.05, c)p<0.01.

Table 2. Estimates between Predictor and Outcome Variables

Regression weights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Self-efficacy
Self-efficacy
Self-efficacy
Preparedness
Anxiety
Anxiety
CPX score
CPX score
CPX score

←
←
←
←
←
←
←
←
←

Written exam score
Clinical clerkship score
Basic science score
Self-efficacy
Preparedness
Self-efficacy
Written exam score
Anxiety
Clinical clerkship score

-0.01
-0.01
 0.19
 0.55
-0.23
-0.67
-0.08
-3.04
 0.41

-0.24
-0.10
 0.30

  0.35b)

 -0.25a)

 -0.46c)

-0.10
 -0.34b)

  0.28a)

0.02
0.02
0.16
0.24
0.14
0.21
0.12
1.33
0.24

-0.91
-0.60
 1.24
 2.31
-1.72
-3.20
-0.64
-2.29 
 1.71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a)p<0.10, b)p<0.05, c)p<0.01.

효능감, 불안감, 준비도 간의 관계 모형에서, 검정통계량

(critical ratio, CR)이 α=0.10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

로계수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Fig. 1). 또한 표준화경로계수 

중 -0.46 (자기효능감→불안감)은 α=0.01 수준에서, 0.35 

(자기효능감→준비도)와 -0.34 (불안감→CPX 점수)는 α

=0.05 수준에서, 0.28 (실습 점수→CPX 점수)과 -0.25 (준비

도→불안감)은 α=0.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표준화 회귀계수로 경로모형을 구성한 결과, 의과대학생들

의 자기효능감은 준비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β=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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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Standardized Beta Weights) of Variables the CPX

Predicting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R2)

Basic science score
Written examination score
Clinical clerkship score
Self-efficacy
Preparedness
Anxiety

-
-0.10

  0.28a)

-
-

 -0.34b)

 0.06
-0.04
-0.02

  0.19b)

  0.08a)

-

 0.06
-0.14

  0.26a)

  0.19b)

  0.08a)

 -0.34b)

0.172

SMC: Square multiple correlation.  
a)p<0.10, b)p<0.05.

을 주며, 불안감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β=-0.46)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비도는 불안감에 유의미한 부

정적인 영향(β=-0.25)을 미치고, 불안감은 CPX 점수에 유

의미한 부정적인 영향(β=-0.3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습 점수도 CPX 점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β= 

0.2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기시험 점수는 

CPX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는 학생들의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의과대학생의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에 대

한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산출하였다. CPX 점수에 미치

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총효과이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로 나뉜다. 직접효과는 CPX 점수와 기초의학 성적, 필

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 간의 직

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본 경로모형에서 불안감이 

CPX 점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0.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점수가 CPX 점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

효과는 0.28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는 0.19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경로모형이 CPX 점수의 총 변

량 중 17.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 실습 점수와 같은 성적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

았고, 이러한 변인들이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어떠한 경

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첫째, 실습 점수는 CPX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임

상실습 과정에서 높은 실습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CPX에서

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 

점수가 CPX 점수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Park et al. 

[3]의 연구, 임상 술기 점수가 OSCE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Mavis [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는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필기시험을 통해 획득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지식 수준은 학생들의 CPX 점수를 제대로 예언해 주지 못함

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5,6]. 

그러나 필기시험 성적과 CPX 점수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2,3,4]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

에서도 병력청취나 환자교육과 같은 CPX 세부 항목과 학교 

성적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하였다[3]. 또한 이러한 상반된 결

과는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받은 이론적인 내용이 실습과 술

기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6], CPX의 세부 평가 항목인 전반적 만족도, 신체진찰, 

병력청취, 환자교육, 환자-의사관계 중 필기시험에 의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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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CPX를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 이외에 외래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 호출을 받은 횟수, 술기 절차를 시행하고 

점검 받은 빈도 등과 같은 실습 경험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19,20].  

  둘째, CPX에 대한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는 학생들의 

CPX 점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CPX라는 특수한 과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과제

를 얼마나 잘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신념인 자기

효능감은 수행에 대한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CPX 점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이 불안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CPX라는 평가 상

황에서 자기효능감은 CPX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은 CPX 점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21]. CPX 수행에 대한 높은 불안감

은 CPX 수행을 방해하게 되고 낮은 점수 획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CPX에 대한 불안감은 

낮아져 CPX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CPX에 대해 학생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각하

는 준비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가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고, 이러

한 지각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불안감이나 시험에 대한 준

비 정도의 지각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CPX 수행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physician 

assistant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 간호대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한 결과를 일부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

므로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기초의학 성적, 필기시험 점수와 같은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실습경험은 CPX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CPX 

수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의적 특성, 특히 자기효능감이 수

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다. Kim[23]도 수행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

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Harrell et al. [24]의 연구에서처

럼 전공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한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들이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의 평가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평

가방식으로 CPX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실습 점수가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CPX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데에는 현행의 임상실습 교육방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지식의 정도보다는 임상실습성적, 자기효능

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더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상황 및 환자를 직접 접하여 임상수행을 할 수 있는 실습

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실습 과정 중에 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교육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

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 중 수행에 있어서의 구

체적인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특정 행동에서

의 변화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다른 행동에 있어서 일반화되

고 계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

습교육에서 다양한 환자와의 실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

공적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Chen et al. 

[19]의 연구에서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교수나 

전공의의 술기 과정을 관찰하는 횟수가 상관이 있으며 직접 

손으로 경험한 임상술기(hands-on clinical experience)가 

학생들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중요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격려와 같은 임상실습에서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수행을 증진

시키는 원동력이 된다[25]. 마지막으로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통한 대리 경험 또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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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동료들 간에 상

호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실습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만을 예측변인으

로 하였고, 이들 변인들에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학생들의 흥미, 목표 설정, 독립성과 교수자의 지지 등과 같은 

다른 정의적 변인들이 추가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

적 변인들이 추가될 때 CPX 점수에 대한 총변량은 보다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CPX 점수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내과계 필

기시험 점수와 실습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CPX 점수가 내과 성적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2]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전체 교과목 또는 과목별

로 분리하여 각각의 필기시험 점수 및 실습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표

집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경로모형을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여러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면허자격시험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또 다른 평가 요소

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임상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의과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에 맞춰 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환자를 

진료해야 할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식, 수기 및 태

도를 고루 갖춘 의학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자의 특성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포괄하여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

공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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