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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examinees who took the first clinical skill examination
in Ko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written survey, telephone,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46 examinees who took a clinical
skills examination test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irty-two questionnaires were valid for analysis.
Results: Examinees’ self-evaluation scores with regard to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CPX was 2.83 on average (1 for very easy,
5 for very difficult), and the score on the degree of adequate time for the CPX was 2.69 on average (1 for enough, 5 for very
short). Examinees’ self-evaluation scores on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OSCE was 2.37 on average (1 for very easy, 5 for very
difficult), and the score on the degree of adequate time for the OSCE was 2.56 on average (1 for enough, 5 for very short).
Conclusion: We hope that our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practical questions in the development and review of exams
and will be used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in medical education.
Key Words: Clinical competence, Educational measurement,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주관기관, 과목 및 문항수의 변화는 있었으나 평가방법은 지

ছߨ

필고사(paper and pencil test)로 변함없이 시행되어왔다. 그
러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1952년 제 1회 의사국가시험이 실시된 이후 2009년 제 73

의학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 도입

회 의사국가시험까지 57년 동안 시험 문항의 유형 및 수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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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결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 제 74회 의사

자기능력 평가 및 독자적인 일차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국가시험에서 임상실기시험(Clinical Skill Examination)이

등의 항목을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번)부터 매우 그렇

실시되었다.

다(5번)까지 5단계의 척도로 수험생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설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처음 임상실기시험을 치룬 수험

문을 구성하였다.

생들의 경험 분석 및 자가 평가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 과정
및 임상실기시험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էր
۩ঃࢫࢺ࣑
֜۩ঃ
2010년 제 74회 의사국가시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ଭ$19ୀԧඌԧ
1) CPX의 난이도, 시간 여유도 및 PPI 채점 항목
CPX 난이도 점수 평균은 2.83점이었으며, 평균이 4점 이상
으로 어렵게 느낀 문항은 두근거림, 기침, 의식장애였다.

시행된 임상실기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에 응시한 제주대학교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CPX 문항에 대하여 수험생들

의학과 4학년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은 병력 청취를 가장 어렵게 느꼈으며 신체검사, 평가, 계획,

시행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분석이 가능하였던 설문지는

교육, 치료 순으로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꼈다.

CPX 시간 여유도 점수 평균은 2.69점이었으며, 평균이 4점

32개였다.

ܑ֜֜

이상으로 시간 여유가 없었다고 느낀 문항은 두근거림, 유방
통, 혈뇨, 팔다리 근육힘 약화, 손 떨림증, 피부발진이었다.

진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PPI 점수 평균은 2.69점이었으며, PPI 채점 항목 중에서

의 경우 자신이 수행한 6개 항목 각각의 체감 난이도와 시간

‘환자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항목이 평균 2.85

여유도를 매우 쉬움(1번)부터 매우 어려움(5번)까지 5단계의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효율적으로 잘 물어보았다’ 항목이 평

척도로 기입하도록 하였고, 환자의사관계(patient-physician

균 2.4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interaction, PPI) 항목은 실제 시험 시의 표준화 환자의 평가
항목과 동일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의 척도로
수험생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ଭ04$&ୀԧඌԧ
1) OSCE 난이도, 시간 여유도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CPX 문항에 대하여 병력 청취,

OSCE 난이도 점수 평균은 2.37점으로 CPX보다는 평균이

신체검사, 평가, 계획, 치료, 교육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낮았으며, 평균이 4점 이상으로 어렵게 느낀 문항은 폐 진찰,

가장 쉬웠던 영역을 1번으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을 6번으로

안전수혈술기, 정상 분만이었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도록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
도록 하였다.
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

nation, OSCE)의 경우는 자신이 수행한 6개 항목 각각의 체
감 난이도와 시간 여유도를 매우 쉬움(1번)부터 매우 어려움

(5번)까지 5단계의 척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의사실기시험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
수에 대한 전반적 평가, 시험시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204

Korean J Med Educ 2011 Sep; 23(3): 203-207.

OSCE 시간 여유도 점수 평균은 2.56점으로 CPX보다는 평
균이 낮았으며, 평균이 4점 이상으로 시간 여유가 없었다고
느낀 문항은 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봉합술, 안전수혈술기, 농
양절개배농술이었다.

ଭହঃਓ׆ਏୢࢱ۩ୀԧඌԧ
1) 예시 및 실제 문항수
48개의 CPX 예시문항 및 36개의 OSCE 예시문항수에 대

전경애, 신상엽: 첫 임상실기시험의 수험생 경험분석

Table 1. Analysis of PPI Scoring Items: Based on Examinees' Self-Evaluation Scores

1.
2.
3.
4.
5.
6.

PPI scoring items
How they ask questions efficiently
How they listen to the words of patients
How they try to understand patients' situation
How their explanation clear to help patients' understanding
How they try to make good relationship with patients
Their attitude to patients is appropriate when physical examination is doing

Mean
2.47
2.78
2.71
2.61
2.85
2.54

SD
0.72
0.66
0.66
0.72
0.61
0.76

No. of case
32
32
32
32
32
32

Score: ① poor, ② fair, ③ good, ④ excellent.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Analysis of Paper and Pencil Test, CPX, and OSCE in Term of Primary Care Physician: Based on Examinees' Self-Evaluation Scores
Item
I have enough ability as a independent
primary care physician
The degree of the help of OSCE on primary
health care
The degree of the help of Paper and Pencil
test on primary health care
The degree of the help of CPX on primary
health care

1
3
(9.38)
0

2
20
(62.5)
0

0

1
(3.23)
0

1
(3.23)

Degree
3
8
(25)
10
(22.22)
6
(19.35)
3
(9.68)

4
1
(3.13)
14
(31.11)
20
(64.52)
17
(54.84)

5
0

No.
32

Mean
2.22

SD
0.66

7
(22.58)
4
(12.9)
10
(32.36)

31

3.90

0.75

31

3.87

0.67

31

4.13

0.8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core: ① very negative, ② negative, ③ normal, ④ positive, ⑤ very positive.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한 점수 평균은 각각 2.97점, 2.84점이었다.

6개의 CPX와 OSCE 실제 시험 문항수에 대한 점수 평균도
각각 2.97점, 2.84점으로 나타났다.
두 시험 모두 수험생들은 예시문항 및 시험문항이 많다고

필기시험, CPX, OSCE가 독자적인 일차 진료를 하는 데 얼
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점수 평균은 5점 척도로 물
어보았을 때 각각 3.87점, 4.13점, 3.9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험시간 및 운영체계
10분인 CPX 시간, 5분인 사이시험시간 및 OSCE 시간에

ճఝ

대한 점수 평균은 각각 3.72점, 2.53점, 2.88점이었다.
일 년에 한번 70일간 진행되었던 임상실기시험 운영에 대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수험생들이 처음 경험한 임상실

한 점수 평균은 2.19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점수

기시험에서 느낀 시험의 난이도와 평가 항목 간의 시간 배분

인 4점 또는 5점을 준 수험생은 전혀 없었다.

의 적절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고, 임상실기시험에 대한

3) 독자적 일차 진료에 미치는 영향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점을 개진하도록 하여 향후

졸업 후 독자적인 일차 진료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점수

임상실기시험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평균은 5점 척도로 물어보았을 때 2.2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제74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제주대학교는 95.7%의 합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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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불합격한 2명은 모두 임상실기시험에만 불합격하였

는 평가자가 클릭 소리를 내면서 평가를 하는 것은 향후 신중

다. 이번 연구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진행되었고 무기명으로

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설문지를 수거하여 합격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를 분석할 수
는 없었다.

OSCE용 물품이 학교에서 실습할 때와는 다른 경우가 있어
서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도 시

CPX 시에 수험생들은 환자를 자주 대면해야 익숙해질 수

술에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확인한 후에 시술을

있는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항목을 다른 항목에 비해 어렵게

시작하므로 가능하다면 OSCE에 사용될 물품이나 기구는 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PI 항목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험 전에 표준화하여 시험 전에 모든 수험생에게 미리 공개하

잘 물어보았다’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임상실기시험에

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 자가 평가가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금번의 임상실기시험은 4학년 2학기에 70일에 걸쳐 한 번

있음을 고려하면[1], 학생들이 충분한 임상실습시간을 가지

의 기회만 주어졌고 서울에서만 시험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고 실제 환자 예진과 신체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필기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기시험이 진행되면서 시험 시기에 따른 수험생의 시험

일반적으로 임상실기시험에서의 수험생들의 자가 평가 점

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

수는 교수 등 실제 평가자의 평가 점수와 상관관계가 낮게 나

서 임상실기시험의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자가 평가와 평가자 평가 간의 차이를

수험생이 한 명도 없었으며, 상당수의 수험생이 필기시험의

계산하여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보고

원활한 준비 등을 위해 임상실기시험의 시기를 4학년 1학기

도 있다[1,2]. 이 연구는 실제 임상실기시험 점수를 모르는 상

이전으로 당기고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만 시험이 치러지기

황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자가 평가 점수와 실제 평가 점수의

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상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는 없었다.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임상

OSCE 항목 중 일부 술기는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향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첫

술기를 마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농양절개배농술

째, 시험장 복제 등을 통해 임상실기시험도 필기시험처럼 전

이나 봉합술의 경우는 적절한 소독과 아울러 술기의 속도뿐

국적으로 한꺼번에 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는 방법을 고

아니라 술기의 정확성도 중요한데 해당 술기를 경험한 수험

려할 수 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

생들은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는 의견을

방 학생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시험 환경의 차이도 최소화할

주었다. OSCE 항목 중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술기

수 있다. 하지만 시험장 복제가 임상실기시험의 신뢰도에 영

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 동안 꼭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고 시험성

있도록 적절한 소독을 술기의 하나로 독립시키고 소독 이후

적을 해석하는데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이 검토되어

에 진행되는 술기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야 할 것이다[4,5,6]. 둘째, 임상실기시험을 당락을 결정하는

수도 있다.

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형태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2번

OSCE 시험장에서 평가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수험생

이상 또는 상시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의 기회를 주는

이 체크리스트에 맞는 수행을 했을 때 평가자가 클릭 소리를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문제은행 확보

내면서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시험에 집중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수험생

대다수의 수험생은 임상실기시험이 필기시험보다 향후 독

들은 평가자의 클릭 소리를 통해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

자적인 일차 진료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했으며 이를 통해 체크리스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채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임상실기시험이 필요하다는 생각

점자가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생의 임상실기시

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의대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기시험을 경

험 수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3] 같이 입실해 있

험했었던 전공의 대상의 한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전공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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