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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Medical Students on the Methods ofEducation in Clinical Clerkship

Woo 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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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1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le the recognilion 01 medical studenls on the methods 01 education in clinical clerkship
Throughout the clinical clerkship 01 emergency medicine for 4th grade medical 5ch。이.various methods 01 education such as
clinical leclure，problem based learning，standardized patients prac!ice，discussion on the patient-생。clor-society relationship，
bedside Skill，and case presentation were applied for 2 weeks. The satislaction on curriculum and rec이gnition on Ihe melhods
。f education were surveyed with quéslionnaire by Ukert 5 step scales alter 이nlcal cferkship. Studenls respended positively and
had been motivated 10 bedside sklll and standardized patients praclice especially. They also evaluated that probfem based
learning and discussion on the patient-doclor-sociely relalionship were helpful. To improve the abilities 0. medical sludents in
clinicaf reasoning，self녕lrected learning，professionalism，problem solving and clinical skills，various methods of education thal
make students be interesled，active，and satisfie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lhe response 01 students. (J Mect Ufe sci
2013:10(1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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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 과정 중 염상심슐은 의학에 대한 기초 쿄육을

마치고 섣저|의임상 현장에서 환자블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 과

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액하연서 힐차 진료의로서의 능력

과 소양을 함양해가는 과정이라 한 수 있다.환자흘 진료하는 과

정은 단순한 의학 지식 외에도 문제플 인식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정보필 한용하여 문제월 해결해 71는 고도의 사고력 진단과 치

료 과정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임상수기의 수행능력， 그러고 환자

와 보호자 여러 칙군의 의료 인력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중심적

인 역한올 이팔어 가는 대화 능력과 융바른 가치관 등이 요구되

는 종합적인 행위이기 때운에 잉상실습을 풍해 이러한 능력을 기

틀 수 있도록 학생틀의 적극적인 참여릎 유도하고 학숨 효과플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볍이 멸요하며， 또한 이륜 풍한 동기 유발

과 자기평가플 홍한 개선으로 잉상실슐에 대한 안족도를 높여 냐

가야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임상섣습은 대부분 실습 강의가 중성이 되고

일부 진료 과정과 수기 시송의 관찬 풍으로 진행되어 임상섣습

이전의 강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학생틀의 적극적인 참여

와 만족도듣 기대하기 어려운 현싣이었다 최근의 의사국가고시

에서 환자 진료와 임상수기에 대한 실기시험이 시행되연서 의과

대학에서의 임상실습에서 학생플에게 강의 이외의 다양한 실슴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있지만.아직 잉상실숨 교과복마다의 차이가

크고 단순한 임상수기나 진료 과정 설숭이 좀 더 강화되고 있을

뿐이며 의사로서의 인성이냐 을바른 가치관 정립을 포함하여 종

합적인 능력과 자짚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부촉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 과정의 배경 아래 이번 연구

에서는 임상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융 시도하고 이에 대

한 의대생듣의 인식과 반용을 명가하여 잉상실습 교육과정의 개

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흘 알아보」τ자 하였다

亡←------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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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1학기 입상실습 중 웅급

correspOndingauth。ι 김우정‘ 의학 실슐 기간에 다양한 교욕방법으로 임상실숨을 진행하였다
져주대학교엉월웅급의회괴
치주人10년 13길 151696-767 뽑의학 실습은 2주 동안 。|푸어졌으며‘8-9 명의 학생으로 구

E-mail: gurum21@jejunu.ac.kr 성된 6개 싣습조가 순차적으로 동열한 임상섣습 교육과정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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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tisfactÎon on the cuniculum of emergency
medicine in c1inical clerkship
EMS: emergency medical seπice. BLS: basic life support ，

PALS: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TLS: advanccd traumatic life
supporι PDS: patient-d ∞ωr-society

2. 새로운 실습 교육방법에 대한 의대생들의 인식

문제바당학습 (PBL)을 이용한 임상싣숨 교욕에 대한 인식 중에

서 PB벼춰지에 대한 이해가 4.24:tO.66 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PBL'에 대한 흥미가 4.06:tO.71 ，자기주도학숨의 유용성

이 4.04:tO.81 이었고 성습강의보다 학숨효과가 높다고 생각히는

정도는 3.46:tO.93 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잉상실융 과목에서도

PBL이 시행되기닫 바라는 정도는 3.64:tl.06 이었다 (Table 1)

결 과

1 응급의학 실습 중 학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

2주 동안 시행되는 웅급의학 설슐의 교육 과정 중 응급의료체

계，재난의학，기본싱예소생술 소아전문소생술‘중독의학，환경

의학，전문심장소생짤， 전문외상소생술‘ 환자-의샤-사회 토론，

임상수기 둥 107ß 과정에 대한 만쪽도는 전체적으로 4.44:t0.4 。

이었다 가장 농은 만쪽도월 보인 항목은 기온심예소생쌀로

4.86:t0.45 이었고，다음으로 잉상수기 4.74:tO.56 전문심장소생

슐 4.60:tO.64 순이었고，가장 낮은 안족도룹 보인 항옥은 웅급

의료체계와 환경의학이 4.24였다 (Fig.1)

‘..33 •.3‘.. .36 ‘"‘2'‘".，.수하였다

응급의학 설숭의 교육 방법으로는 실승 강의，운제바탕학슬

(problem based learning ，PBLl 표준화 환자 설숨，환자 의사-

사회 (patient-doctor-society. PDS) 토론， 영상수기 (bedside

skill)‘중례발표 (case presentation) 동으로 구성하였다 싣습 강

의는 웅급의료제계 (emergencγ medieal services ‘EMS)，채난의
학뻐 .saster medicine) ，기본심쩨소생술 {basic life suPP。π，Bl.S)，
소아전문소생울 (pe이8이c advanced Iαe support. PALS)，중독의

회itoxic 이。gy)，환경의학 \environment medicine) 전문심장소생

쌀 (advanced cardiac 1ife support. ACLS) 전문외상소생쌀

(advaneed traumatie life support. A'πB) 등에 대해 이루어졌

고 문제바탕학습은 전운외상소생숱과 관련된 모블을 이용하여 3
회에 견쳐 시행되었으며， 표준화 환자 설숨은 급성 꽉중，냐쁜

소식 전하기，황달，약물 중독 객혈，두통 둥 6개의 주요 잉상

중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섣습 학생틀이 표준화 환자 역환월

수행하는 방법ξ 로 진행되었다 또한‘환"\-의λ\-사회 토론은 소

생쌀의 중단 의료과실의 대처，의사와 간호사의 갈등 동료 의사

와의 갇둥，화가 난 보호자 둥 웅급실 진료 환경에서 겪융 수 있

는 5개의 주요 사혜에 대해 토론 수업으로 이푸어컸고 임상수기

는 혈압 측정，기판내 상관，비위장관 삽임 쩡백주사，관장，도뇨

관 삽입，동액천자 둥의 주요 검사 및 처지 수기와 청진‘직장수

지검사，전립선 검사 유방 진첼‘귀 검진，안저경 검사 풍의 진

창 수기를 중심으로 이문 수엽과 동영상 시갱，그리고 수기 장비

틀 이용한 실숨 둥으로 2주의 실숨 기간 동안 시행되었으며，중

혜발표는 배정된 응급설 환자의 종혜에 대한 보고와 해당 질환에

대한고찬로진행되었다

2주 동안의 웅급의학 실습융 마치고 학숨 내용에 대한 l간족

도，임상실숨 중 문제바탕핵슐에 대한 인식도，표준화 환자 섣슐

에 인식도，환자 의사-사회 토론에 대한 인식도，다양한 임상싣

습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도 둥에 대해서 마‘ert 5단계 척도한 사

용하여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보용이다 조금 아니다，매우

아니다의 순으로 조사하였고，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창여도，학습

효과 동기유발 자기명가，안즉도 풍으로 나누어 인식도뜯 비교

하였다

Table 1. Recognition on the problem based learning(PBL) in c1inical c1erkship

queslionnaire

I was interested in PBL
PBL had more effcet of leaming than the lecture
1 understood the aim of PBL
PBL was helpful to self-이rected leaming
1 hoped ω have another PBL in other clinical clerkship

Totãllι

M SD

4.06 0.71

3.46 0.93

4.24 0.66
4.04 0.81

3.64 1.06

3.56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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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환자 역할을 통힌 임상실습 교육c"il 대한 인식 중에서

는 표준화 환지 실습에 대한 관심괴 환자에 대한 태도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4.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냐른 잉상실습 과

목에서도 표준화 환자 실습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4.43:':
0.74，표준화 환자 실습 기회가 더 많기를 바라는 정도가 4.34:':
0.85였다 하지만，질환에 대한 이해와 자가 학습에 대해서는 각

각 3.68:': 1.08，3.62:':0.97 로 가장 낮았다 (Table 2)

환자 의사 사회 (PDS) 관계 토론 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중에

서는 임상실습에서의 필요성 항목에서 4.48:':0.65 로 가장 높았

고，다음으로 좋은 의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이

4.42:':0.76 ，토론 수엽의 흥미가 4.38:':0.78 ‘더 많은 토론 주제

의 요구가 4.30:':0.79 였지만，다른 임상실습 과복에서도 PDS 토
론 수엽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정도는 3.90:':0.89 로 가장 낮았마

(Table 3)

Table 2. Recognition on the st잉ldardized patients(SP) practice in ，c1inical c1erkship

questionnalre

1was interest.ed in standardi7，ed patients(SP) practicE
SP practice was he1pfu1to examine the patients
SP practice was useful to attitude on the patients
SP prac디ce was he1pful to understand the case of disease
SP prac성ce was helpfu1 to 1eam by myse1f
1 expected to have morE 이lances of SP practice.
1 h야 ed to have another SP practice in other clinical clerkship

Tota1

Table 3. Reco밍ùtion on the patient-doctor-society(PDS) discussion in clinical c1erkship

M

4.54
4.26
4.54
3.68
3.62
4.34
4.43
4.02

5D

0.68
0.75

0.65
1.08
0.97
0.85
0.74
0.58

questionnaire

1 understood the aím of PDS discussíon

PDS discussíon was needed to clerkship

PDS discussíon was he1pful to be good doctα

1was interested in the discussion

1 e，φected to discuss on more topics
1 hoped to have another discussíon in other clinical

Total

3. 임상실습 교육방법에 따른 의대생들의 인식 비교

설습 캉의，문제바탕학습， 표준화 환자 실습，PDS 토론，임상
수기，증례밥표 등의 6가지 임상실숨 교육방법에 대하여 의대생

들의 참여도，학습효과，동기유발，자기평가，만족도 등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참여도에서는 임상수기가 4.66:':0.52 로 가장 높았

고，다음으로 표준화 환자 실습，증례발표， PDS 토론 순이었으

며，학습효과에서는 실습캉의와 임상수기가 4.46으로 가장 높았

78

M SD

4.18 0.69

4.48 0.65

4.42 0.76

4.38 0.78

4.30 0.79

390 0.89

4.18 0.53

고，다음으로 증례발표， 표준화 환자 실습 순이었다 동기유발에

서는 임상수기가 4.36:':0.8C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표준화

환자 실습，증례발표，문제바탕학습 순이었으며， 자기평가에서는

표준화 환자 실습이 4.20:':0.93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임상

수기 PDS 토론 순이었다 만족도에서는 엄상수기가 4.72:':0.57
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표준화 환자 실습，실습강의， PDS 토
론 순이었마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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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recognition of medical students on the methods of education in clinical clerkship

particαtation leaming effect motivBtion self assessment satisfaction

le<:1me 3.84:t0.91 4.46:t0.65 3.48:t0.97 3.54:t0.89 4.24:t0.77

PBI:‘ 3.98:t0.62 3.94:t0.79 4.06:tO.68 3.80:t0.70 4.06:t0.77

spt practice 4.24:t0.80 4.12:tO.90 4.24:tO.85 4.20:t0.93 4A2:tO.76

PDS t discussion 4.J2:t0.66 3.71土0.98 3.82:t 1.07 4.06:t0.84 4.18:tO.75

bedside skill 4.66:t0.52 4.46:t0.76 4.36:t0.80 4.l6:tO.82 4.72:tO.57

case presentation 4.20:tO.67 4.16:tO.71 4.l8:t0.75 3.92:t0.85 4.16:t0.77

@뻐l 4.17:!:O.44 4.14:t0.56 4.02:t0.57 3.95:t0.54 4.30:t0.48

*PBL:problem based leaming，↑SP: standardi7..ed patient.，↑PDS: patient-doctor-s ∞ìety

I 고찰

의과대핵에서는 방대한 양의 학숨 내용이 많은 교꾀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저학년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이론적인 강의가 시행되고 고학년에서 이론적인 지식올 재정리

하고 싣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실습이 시행원다 임상설슐올 마

치연서 의시국가고시등 보게 되고，시험에 합격윤 하게 되면 의

사로서 바로 환자틀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다는 연에서

임상설습은 일차진료의틀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핵심

이라고 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상설습 기간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의학지식과 함깨 진료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잉상 수기 능력，사회의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월바른 가치

관‘높은 윤리 의식 퉁을 포항하는 종합적인 교육。l 멜요하지만，
현설의 잉상실습은 아직도 실습 강의，논문 받표 충혜발표 풍의

단연적인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며 최근 틀어 의학연탑 임상수

기，진료 실습 등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봉해 능력 있는 올바른 의사휠 육성하

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학송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학습 효과가 높아서 만족스렵게 수행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이전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현

성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잉상실슬이 술기를 익히기에 충분한가

에 대해서는 46.2%가 부갱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학생본인의

입상션숨 참여 자세에 대한 진문에 대해서 34.6%의 학생만이 임

상실습에 충실히 참여했다고 자기명가를 하였다 또한，임상실습

교육방법의 문제점으로는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기회 쩨한

(54.4%)，학생교육에 무관심한 교수틀의 태도 (36，8%)，설영위주
의 강의식 방법 (8.8%)의 순으로 웅답자가 반웅하였다"

이번 연구의 웅급의학 실습 쿄육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정 만점에 4.44의 만족도델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기본심예소

생쌀 4.86，임상수기 4.74 ，전문심장소생쌀 4.60의 순으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서 학생틀은 직접적으로 참여해 한 수 있고，수기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반연에 단순히 싣습강의만

이푸어진 응급의료체계와 환경의학은 4.24로 가장 낮게 냐타나

주입식 섣영 위주의 강의에 호감이 척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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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잉상섣습 교육과정의 변화등 시도한 연구에서도 실숨프

로그캠의 만족도가 진료수행사정‘ 문제바탕학습‘ 사혜토의， 예진，

사례발표， 임상수기， 집당회. 외과해부학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

에 도웅이 원 정도의 명가에서는 진료수행사정， 문제바탕학슐.

사혜토의， 예진，사례발표， 임상수기‘ 외과해부학， 정당회 순으로

나타나 I 화생틀은 대제로 수동적인 행태의 싣숭 과정보다 직접

참여하고 토흔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싣숨 과정에서 만촉도가

높고 학송 효과도 높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바탕학숨은 입상설숭융 하기 전에 대부분 부분척 g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임상실습에서 시행되는 정우가 않지 않다 문

셰바탕학슐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문제휠 당구하는 과정을 흥해

봉합원 문제 중심의 지식융 습득하는 학슐방법으로 이미 수학，

물리학， 경영학 퉁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의학 교육에

도입되어 소집단이 환자의 문제룹 푸는 과정올 용해 임상적 지

식，임상적 추론 농력‘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학슐동기. 협력학습

능력 퉁융 배뺑}는 회슐설계룹 의 "1하게 되었다1‘교육 과정과

목표픈 고려한 때 문제바당회숭이 엄상실습윤 봉한 의대생 교유

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생각윈 수 있으냐，많은 시간과 노혁이

요구되는 문제가 널리 시행되지 뭇하는 걸림올이라 하겠다 응급

의학 임상섣습 기간 중 이루어진 문제바탕회습에 대해 학생들은

그 취지뜯 이해하고， 흥미칠 가지며， 자기주도회업에 도용이 된

다고 생각하였지만. 다른 잉상실슴 과복으로 확대되거냐 강의보

다 학습효과가 높다는 정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용올 보였

다 이는 학생틀이 정형화된 이전의 잉상실습 쿄육과정에 적웅되

어 있고，학생뜯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교육방법에 저항감윤 느끼는 것이라 환 수 있으며， 임상실숨 과

정에서 문제바당학슐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틀의 흥미

와 학습 동기불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숨효과등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모률 개발과 적용이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임올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이전 연구에서 기존의 연대연학습 방

식의 문제바탕학숭보다 웹기반학숭이 혼합원 회슐방식의 문제바

탕핵숭이 만족도와 싣기명가의 결과가 높게 나타냥을 보고하기

도 하였고‘)문제바탕학슐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흘 보여주기도 하였대)

환자의 역환을 하는 표준화 환자홀 대상으로 실제 진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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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임을 생끽L하게 한다

만족도가 높은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는 부즉함을 보여주는 것

이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는 다 0"，한교육방법을 잘 흔용하여

임상실습 과정을 구성하면 책임감과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

기를 양성하고자 히는 의학교육의 한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웅이

결론적으로 의과대학의 엄상실습 교육과정은 단순하게 의학지

식의 전닿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통합적

인 사고력과 문게해결능력과 더불어 환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적절하게 치유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인 만큼，학습효

과만을 강조하지 알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의대생들의 참여

와 만족도를 높여 자기주도적인 실습이 이루어칠 수 있도록 히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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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시연하며 평가받는 형태의 표준화환자 실습에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환자에 대한 태도에 도웅이 된다고 생각하였

으며，다른 입상실습 과목으로 더 확대되기를 원했지만，질환에

대한 이해와 자가 학습에 대해서는 큰 도웅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였다 표준화 환자 프로그램은 국내 의학교육에 도입되기 시

작할 때 복잡 다0"，한행동 성리적 엽무에 대한 시융레이션의 적

용이자 유용한 교육 도구로 기대되어 의사 환자 관계와 인성，태

도 및 의료윤리 교육과 평가 등에 다 0"，한임상 쿄육 방법ξ 로 활

용될 것이라 하였고 0>’이러한 유용성으로 의시국가고시 실기시험

에 도입되어 현재 의학교육의 중요한 실습 형태로 자려 잡고 있

다 하지만，이번 연구 당시에는 실기시험 시행 전의 초기 단계

여샤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기대

하기는 어려웠고 학생들의 능동적 창여가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

의 임상실습 교육방법으로 높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생각된다

이번 입상실습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자 의사 사회

관계에 대한 토론 시간을 운영하였는데， 최근 의료 윤리와 전문

가 자질 등이 강조되면서 많은 강의 교육이 능어난 주제이기는

하지만，실제 관련된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중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볼 시간은 잘 주

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

에 많이 공감하고 높은 흥미를 가졌고，좋은 의사가 되는데 도웅

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주제어1 대해 토론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다뜬 임상실습 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러한학생들의 인식을 바탕￡로 현재

의 환자 의사 사회 관련 교육이 보다 적절한 시기에 다$t한 주

제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임상실습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실습 강의는 학습효과가 높고，문제바탕학습은 동기유발과 만족

도가 설습강의보다는 높으나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표준화환자 싣습과 임상수기는 참여도，핵습효과，통기

유발，자기평가，만족도 응 모두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입상실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실습 강의

로 학습효과를 다소 높일 수는 있으나，능동적인 참여로 자기주

도적인 희냄과 적절한 동기부여와 자기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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