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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CPX Scores according to Repeated CPXs
Yoon Hee Lee, Jae Hyun Park, Jin Kyung Ko and Hyo Bin Yoo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PX 반복 시행에 따른 영역별 성적의 변화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Purpose: Most medical schools have held clinical skills training programs recently. Despite these educational endeavors,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address the effect of clinical skills assessments on clinical performanc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repeated
experiences with the examination improved medical students’ history-taking, physical exams,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s (PPI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1 4th-year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3 times. They completed their core clerkship before acquiring the first CPX scores; we tracked down the scores of three 
sets of CPX for 3 subdomain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and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hese
scores. Additionally, we classified the research subjects into 3 groups by total CPX score-higher (upper 30%, n=30), intermediate 
(medium 40%, n=40), and lower (lower 30%, n=30)-and compared the curves for each group.
Results: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made on history taking and physical exam (F=130.786/237.358, p<0.01), while proficiency 
on the PPI declined (F=17.621, p<0.01). Additionally, scores in all levels improved continuously on history taking and physical exam,
while students of the high and low levels experienced a sharp decline on the PPI (F=11.628, p<0.01).
Conclusion: Improvement in the history-taking score reflects an accumulation of clinical knowledge and clinical exposure. 
Improvement on the physical exam score is affected by repeated practice on similar or identical cases and receipt of feedback.
That PPI can deteriorate might be an effect of one's negative experience in a clinical clerk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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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의과대학에서 일차 진료의사로서의 핵심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임상수행능력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이다. CPX는 표준화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학생의사의 전반

적인 능력과 기술을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역량들을 통합하고 실제 임상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볼 수 

있다[1]. 또 CPX는 과거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병력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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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체진찰 영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

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2].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의사로서 직면하게 될 의료 환경에 

맞추어 임상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CPX는 평가의 형식을 

갖지만, 임상실습 중 각 과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교육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객관적-구조화 임상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이 알려

지면서 임상수행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도입 초기에

는 Ronald Harden이 제안한 것처럼 OSCE가 임상수행평가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오다가, 현재는 OSCE와 

CPX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OSCE는 표준화 환자 또는 

모형을 통한 임상수기의 수행 여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환자

와의 면담을 통한 평가나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 

어렵다. 이에 반해 CPX는 실제 임상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를 직접 대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 환자교육, 정보통합능력 등 OSCE보다 더 포

괄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

게 한다.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

의 임상수행평가를 의사면허나 의과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

기 위한 총합 평가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고 있다[2]. 국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의사면허시험에서 임

상실기시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의과

대학들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교

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의 실제 직무 상황에 맞는 임

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

는 것이 환자와의 만남이고[3],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CPX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임상실습을 마친 후에 임상실습의 

결과로 평가를 하거나 의사면허 시험에 임박해서 CPX를 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 시기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CPX를 임상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일

환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평

가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CPX가 갖고 있는 교육의 효과성이

나 잠재성이 사장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렇게 CPX의 평

가 측면만이 강조되다 보니 CPX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

은 평가와 관련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거

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져 왔다. 국외 의학교육의 경우, 평가에 관한 연구 외에 

CPX가 갖고 있는 교육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CPX 반복 시행

에 따른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등[4] CPX

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는 CPX를 여러 차례 경험한 의대생들의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의사관계(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PI) 점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여 CPX가 갖고 있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로 연관

성이 높으면서도 각기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력청취, 신

체진찰, PPI 영역의 점수 변화를 관찰하여 현재 학생 교육에

서 취약한 영역을 확인하고, 성적이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각 

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더 전략적인 훈련방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3회에 걸친 CPX 시험에서 각 

영역별 점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 

2) 학생들의 진료수행능력 수준을 상/중/하 3개의 그룹으로 

구분 했을 때, 각 그룹의 영역 점수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

는가?

 

  연구 대상은 2010학년도 서울 소재 K대학교에 재학하는 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 113명이었다. 2009년 12

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시행된 3차례의  

CPX 성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연구로 설계되었다. 이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3회의 CPX를 모두 치른 101명의 학생

들의 성적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여학생이 39명

(38.6%)이고, 남학생이 62명(61.4%)이다. 의학과 재학생은 

53명(52.5%)이었고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48명(47.5%)

이었다. 이들은 1차 CPX 이전에 3학년 임상실습과정을 마친 

상태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에서 임상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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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s Used in CPX 

1st CPX 2nd CPX 3rd CPX
Cases used Dizziness Polyuria Diarrhea

Anxiety Hematuria Hematemesis
Weakness Fever & Chill Hand tremor

Menstrual irregularity Headache
Acute abdominal pain Chest pain

Chest pain Heartburn
Low back pain Dyspnea

Fatigue Neck pain
 Chest discomfort Abdominal pain

Excluded  cases Vaccination Insomnia Insomnia
Domestic violence Vaccination
Bad news delivery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Total 9/12 cases 9/12 cases 3/4 cases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하였으며, 임상실습 기간에 내과와 정신과에서 교육과 형성

평가의 목적으로 CPX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3학

년 1학기에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표준화 환자를 대상

으로 의사소통법을 교육받았으며 CPX를 경험하였다. 능력에 

따른 CPX 성적 추이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을 세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그룹의 구분은 3회의 CPX 총점을 기준으로 상(상

위 30%, n=31), 중(중위 40%, n=40), 하(하위 30%, n=30)로 

하였다. 

  1차 CPX는 2009년 12월에 실시되었고, 2차는 2010년 7월

에, 3차는 2010년 9월에 실시되었다. 3회의 시험 사이에는 각

각 7개월과 2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다. 1차와 2차 시험 사이 

7개월 동안 학생들은 4학년 과정의 임상실습에 참여하였고, 2

차 시험 직전에 2일간의 복습과정을 갖고 교수의 피드백을 받

았다. 또 학생들은 2차와 3차 시험 사이 2개월 동안에는 의사

국가실기시험을 대비한 5일간의 ‘여름 방학 특별 교육과정

(summer skills lab)’에 그룹 혹은 개인단위로 참여하였다. 요

약하면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시기를 등간 배치하지 않았고, 자

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등의 요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

지 않았다.

  1회차 CPX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였고, 

2회차는 2010년 7월 12일부터 5일 동안, 그리고 3회차는 

2010년 9월 1일부터 5일간 시행하였다. 이 중 1, 2회차 시험

의 준비와 운영은 서울 ․ 경기 CPX 컨소시엄이 주관하였으며, 

3회차 시험은 컨소시엄의 방법과 기준에 준하여 K대학이 주

관하여 증례를 개발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의 진행은 증례별로 상황소개 숙지 1분, 표준화 환자 

대면 10분, 사이 시험 5분이라는 컨소시엄의 방식에 따라 시

행하였으며, 표준화 환자의 행동지침이나 채점 등 세부적인 

사항도 컨소시엄의 방식을 따랐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컨소시엄이 주관한 1, 2차 CPX에서는 표준화 환자가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태도에 국한하여 서면 피드백을 

주는 것과 달리 대학이 주관한 3차 CPX에서는 표준화 환자

와 더불어 임상교수가 평가에 참여하여 매 스테이션을 마친 

후 2분간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구두 피드백을 제공

하였다.

  CPX는 증례에 따라 22~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채점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채점표는 전반적 평가, 병력청

취, 신체진찰, 임상의사 예절, PPI 등의 기본적인 하위 영역을 

포함하며, 증례에 따라 환자교육, 나쁜 소식 전하기, 정신과 

평가 등의 영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병력청취, 신체

진찰, PPI 3개의 하위 영역의 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

험에 사용된 증례 중 위의 3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증

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 12개 증례로 구성된 1차, 2

차 CPX에서는 9개 증례를, 3차 CPX에서는 3개 증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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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ores on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and PPI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하였다(Table 1). 

  각 하위 영역들은 각기 다른 평정척도로 채점하였다. 병력

청취 문항은 예(1)/아니오(0)의 2점 척도, 신체진찰 문항은 제

대로 했음(2)/제대로 못했음(1)/하지 않았음(0)의 3점 척도, 

그리고 PPI 영역의 문항은 최우수(5)부터 수준 미달(0)까지 6

점 척도상에 점수를 기록하였다.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은 증

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항들로 구성되나 PPI 문항들은 모

든 증례에 7개의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점수는 표준화 환자에 의해 평정된 점

수이며, 표준화 환자와 임상교수가 이원 채점한 3회 차 시험

의 경우, 점수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환자의 점수만을 사용

하였다. 하위 영역 중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의 경우 증례별로 

문항수가 다르므로 표준화를 위해 각 증례별 하위 영역 점수

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각 회차에 포함된 증례들을 

통합하여 각 하위 영역 점수의 평균을 구한 값을 최종 회차별 

CPX 점수로 분석하였다. 

  3개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ANOVA)을 하였다. 분석 결과 Machuly 구형성을 

만족할 경우 개체 내 효과를 참조하고, Machuly 구형성을 만

족하지 않을 경우 다변량 검정(Wilks’s lambda)값을 참조하

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하위 영역과 회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

와 그룹과 하위 영역과 회차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료의 분석

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

였다.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 영역은 CPX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

서 점수가 점차 향상 되었다(Fig. 1). 병력청취 영역의 경우,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χ2=13.197, p<0.01)에 따라 참

조한 Wilks’s lambda값을 보면 3개의 시점에서의 영역점수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30.786, p<0.01) 

(Table 2).

  신체진찰 영역의 경우에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χ2= 

7.410, p>0.01)에 의해 개체 내 효과 검정값을 참조하였다. 

신체진찰 영역 역시 3개 시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237.358, p<0.01) (Table 2, Fig. 1).

  PPI 영역은 병력청취나 신체진찰 영역과는 달리 시험이 반

복될수록 점수가 점차 낮아졌다(Fig. 1). 통계적 검증은 

Wilks’s lambda값을 참조하였는데, 3개 시점의 PPI 점수가 

유의하게 달랐다(F=17.621, p<0.0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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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and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PPI with Scores of Mauchly's Test

Domain Source

Mauchly's
test of 

sphericiy
(p-value)

Mauchly's
test of 

sphericiy
(χ2)

Wilks‘s 
lambda value

(F-value)

Within-
subject 
effect
(df)

Within-
subject effect
(mean square)

Within-
subject effect

(F-value)

Within-
subject effect

(p-value)

History 
taking

No. of CPX 0.001 13.197 130.786
No. of CPX × Student 
level

4 54.695 1.472 0.212

Error (No. of CPX) 196 37.157  
Physical 
exam

No. of CPX 0.025  7.410 237.358 0.000
No. of CPX × Student 
level 

4 244.331 2.199 0.071

Error
(No. of CPX)

196 111.117

PPI No. of CPX 0.000 80.856 17.621
No. of CPX × Student 
level 

2.555 739.780 11.628 0000

Error
(No. of CPX)

125.199 63.620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1)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영역

  병력청취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3회의 평균점수의 차이

가 있지만(F=130.786, p<0.01), CPX 차수와 학생 수준 간에

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Wilks’s lambda value: F= 

1.472, p>0.01) (Table 2).

  신체진찰 영역도 반복측정 시점에 따라 3회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지만(F=237.358, p<0.01), CPX 차수와 학생 수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개체 내 효과 검정: F= 

2.199, p>0.01) (Table 2).

  요약하면, 병력청취 영역과 신체진찰 영역에서는 학생 수

준에 따른 차이는 없고, CPX 반복측정에 따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PPI 영역 

  PPI 영역에서는 반복측정 시점에 따라 3회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고(F=17.621, p<0.01), CPX 차수와 학생 수준 간 

상호작용(교호작용)의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Wilks’s 

lambda value: F=11.628, df=2.555, p<0.01). 이는 임상수

행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생들의 PPI 영역 점수가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Table 2).

  Fig. 2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최종 CPX에서 상승하는 추

세를 보여주는 반면, 중·하위 그룹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그 중 하위 그룹의 하락폭이 더 컸다. 

  본 연구는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시행된 CPX 결과를 이용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은 본 연구에서처럼 반복 측정한 시점의 간격

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간격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HLM은 표본수

가 충분히 많지 않은 연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표본수 부족으로 HLM 분석방법

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시점 간 간격 차이가 가지는 의미와 의

사면허시험에 임박한 3번째 시점의 점수의 의미를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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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terns of Scores by Ability Level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Fig. 3. Adjusted Plots of CPX Scores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위해 시점의 간격차를 조정한 그래프를 분석하였다.

  Fig. 3에 따르면 병력청취는 9개월간 변화 폭에 차이가 없이 

완만하게 점수가 향상되었다. 신체진찰은 1회차의 눈에 띄게 

낮은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는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2회차와 3회차 사이의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점수가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PPI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점차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회

차와 3회차 사이에 하락폭이 컸다. 

 

  본 연구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CPX 반복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PPI 중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은 CPX 시행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수가 상승하였고, PPI는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상호작용 효과

를 분석한 결과, PPI 영역에서 학생의 능력수준과 시간경과

에 따라 성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각 영역점수의 변화 

양상은 Prislin et al. [4]의 연구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병력청취 영역은 종료시점인 3회차의 점수가 세 영역 

중 가장 높았고, 점수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또

한 시험의 반복이나 시험 사이의 시간차와 상관없이 회차 간 

점수 변화의 폭에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

이 첫 CPX를 경험하기 전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 병력청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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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었고, 이러한 능력이 3회차의 CPX

를 통해 정교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의대에서 진행되

고 있는 교육이 학생들의 병력청취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

음을 추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병력청취능력은 단

기간에 습득되기 어려우며, 교육과 경험을 통한 내재화를 필

요로 하는 영역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Pfeiffer et al. [5]의 연구에서는 사회병력(social 

history)청취 문항의 점수가 2학년까지는 높아졌다가 그 이후

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선

행연구로서, 두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문항이 측정하는 속성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문항들은 환자

의 사회 환경 및 행동적 특성에 대한 질문이나 의사소통능력

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한 반면, 본 연구의 병력청취 문항은 환

자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질병을 판단하는 질

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CPX에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측정되고 있는 병력청취와 PPI가 서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역량이 현재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둘째, 신체진찰 영역도 병력청취와 마찬가지로 CPX가 반

복 시행됨에 따라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출발점과 점수 변화

의 양상이 병력청취와는 달랐다. 신체진찰의 1회차 출발점 점

수가 매우 낮았고, 각 회차 간 변화폭에 큰 차이가 있었다. 1

회차 점수가 낮은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3학년 말이었던 당시 

시점에서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신체진찰을 행하는 데 필요

한 준비가 미흡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K의대

의 교육과정이 신체진찰 수행능력을 기르는데 충분히 효율적

이지 않았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점수

가 2회차와 3회차 사이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자연스

러운 학습곡선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2회차와 3회차 사이의 2달 동안 K의대에서는 의사면허실

기시험을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평소보다 많은 훈련을 통해 각 신체진찰에 해당하

는 수기를 익히고, 시험에 출제될 증례들을 학습하였다. 단기

간 동안의 많은 훈련을 통해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결과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험을 대비하

여 그 시험에 맞게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충분히 내면화되어 

실제 임상수행능력으로 표출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

의적이라 할 수 있다.  

  Wilkerson & Lee [6]는 CPX에서의 신체진찰은 OSCE에

서의 신체진찰과 측정요소가 다름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같

은 장기에 대한 신체진찰능력을 OSCE와 CPX로 각각 평가

하여 비교하였는데, CPX 점수가 OSCE보다 크게 낮았으며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CPX의 신체진찰은 단순히 특정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필요

한 검사를 판단하고, 환자를 대면하고 있는 특정 맥락에서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CPX 신체진찰의 종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단시간에 이룬 높은 성적 향상은 통합적인 신체진찰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실기시험에 포함된 제한

된 증례에 필요한 신체진찰을 집중 연습하여 얻은 단기적 성

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의 의사면허실기시험을 대비

한 집중 훈련은 통합성과 맥락성을 강조하는 CPX 본래의 교

육목적과 강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다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총합

평가(summative assessment)의 기능으로 활용되는 CPX를 

의대 교육과정 전체에 골고루 분포시켜 반복적인 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임상수행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셋째, PPI 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CPX 경험이 많아질

수록 점수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후반부에 하락 정

도가 더 커졌다. 훈련의 양이 증가할수록 학생의 능력이 감소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Pfeiffer et al. [5]의 연구에 따르면 면담능력(interview 

skill),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communication & rapport)점

수는 3학년까지 증가하다 4학년 때 감소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수의 하락을 의과대학에 존재하는 숨겨진 교육과정

(hidden curriculum)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학

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적절한 PPI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role model)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

다[5]. 국내 연구 중에서도 Ahn et al. [7]은 전공의의 임상경

험 부족과 부적절한 태도가 임상실습 중인 의대생들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주며, 낮은 PPI 점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PPI 성적의 변화도 위의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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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하다. K의대 학생들도 임상실습에 

노출될수록 PP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기회가 많았고, 

모범적 멘토(mentor)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경험이 부

족한 전공의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점차 숨겨진 교육과정에 

익숙해진 결과가 PPI 점수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연구 중에는 신체진찰 점수와 PPI 점수 사이에 

부적 상관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8]. 즉, 신체진찰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잘 하는 학생의사일수록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는 유능한 의사

에 대한 학생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인 것 같다. 학생들은 질병

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환자를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보

다 우위에 두고 있어, 전자를 높이기 위해 후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사면허시험이 가까워 옴에 따라 환자와

의 의사소통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보다는 의학적 지식과 기

술과 같은 인지적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PPI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넷째, 학생들을 CPX 총점에 따라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과 성적 변화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는 PPI 영역에서만 그룹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PPI는 신체진찰과 병력청취 영역과는 달리 비인지적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인지적 영역은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9], PPI 점수의 차

이는 개인차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10] 시험반복과 학

생수준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PPI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상위그룹은 성적이 향상된 반면, 중·하위 그

룹은 하락하였고, 특히 하위 그룹이 눈에 띄게 하락폭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PPI 점수가 전체 임상수행능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는 Han et al.[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PPI가 임상

수행능력을 대표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후반부의 PPI 성

적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Han et al. [10]의 연구에 따르면 PPI 점수는 신체진찰에 비

해 병력청취와 상관이 높았다. 병력청취를 ‘환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하고 의사는 경청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을 

환자 수준에서 이해해 주고 적절히 반응해주기 위한 대화’라

고 정의하는 것에서[11] 보듯이 병력청취는 환자와의 의사소

통과 관계 형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구조화

된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비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PPI 

영역과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병력청취가 의사소통능

력이라는 통합적인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CPX 성

적은 시험 반복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교육, 

훈련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나 현장성이 강한 교육연구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의 특성을 인지

하고,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적인 요소들을 다음

과 같이 밝힌다. 먼저, 총 3회의 시험 시행에 있어서 1, 2차 

시험은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서 주관하였고, 3차 시험

은 K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였다. 또한 3회의 시험 시행 

간격이 7개월과 2개월로 일정하지 않았고, 2회차와 3회차 사

이에는 의사면허실기시험을 앞두고 개별 혹은 그룹 단위의 

다양한 도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둘째, 자료 분석에 사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한계이다. 

반복측정은 자료를 수집한 시점 간의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

는다. 반복측정의 이러한 한계는 HLM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지만, 적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적절치 않다

[12]. Kreft의 30/30 법칙에 따르면 HLM에서 0.90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개의 그룹을 요하며 각 그룹당 30명

은 있어야 하고, 수준 간 상호작용을 보고자 한다면 각 그룹당 

20명의 개인이 있는 50개의 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

용하였으나 시험시점 간 시간차가 학생들의 성적 변화 양상

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래프의 X축 척도에 시간차를 포함시켜 

그래프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Fig. 

3).

  셋째, 시험에 사용된 사례와 그에 따른 난이도 및 표준화 환

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 

사례에서 표준화 환자에 의해 평정된 점수만을 사용하였는데, 

각 사례별로 표준화 환자의 나이나 성별이 다르고, 이는 학생

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im et 

al. [14]은 진료수행평가에 사용되는 증례의 특성과 표준화 

환자의 성별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윤희 외: CPX 반복 시행에 따른 영역별 성적의 변화

 

201

Lee et al.[15]은 PPI 측면에서 학생들이 ‘잘하는 것’과 ‘취약

한 점’은 CPX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 et al. [16]은 시나리오와 평가표의 난이도가 문제에 따

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채점 정확도에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병력청취는 통합적 훈련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며, 신체진찰은 훈련의 맥락성과 적용능력이 

중요하고, PPI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적 투입이 높아질

수록 성과가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내는 영역이라는 점

과 개인특성의 반영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을 밝혔다. 각 영역

에서 발견된 이러한 교육적 요구들은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

과 적용을 분리하지 않고,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을 

임상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함으로

써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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