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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Core Contents for the Irrprovement of C1inical Perfonnance ofMedical Students

-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eaching Using Video Self-monito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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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imed to share the experience 01 educaling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using self video monitoring and t。
investigate the core contents for improvement of clinical performance 01 medical students. Forty forth-year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in lhis s1udy in 2011. This course consisted 01 simple lecture‘one CPX practice and 5el’video moniloring. They
submiUed Iwo reper1S desc끼bing Iheir opinions 'ab。이 this course and analyzing Iheir CPX praclice through video monitoring. In
addilion，their salis’aclion score was invesligated. Average sa1islaclion pαnt was over 4.5 on a five-point scale. Common
s1rengths and weaknesses were patient education. eye contact，sympathy expression，and gesture. Suggestion for improvement
。f this course was repeated CPX practice，and advantage of 'this course was lhat lhey realized their improper nonverbal
communicatlon using video monitoring and other students’ CPX. ln conclus띠n. video monitoring was effective CPX teaching
method and patient education，eye contact，sympathy expression，and gesture were the core contents for improvement 01
clinical performance of medical students μ Med Ufe ScJ 2012;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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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9년부터 우리나라 의사면허시험에서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일차 진료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임상 수행 및 술기

능력을 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과 임상수행명가 (clinical performance
ex외nination‘cPX)로 명가하고 있다 OSCE는 술기 위주의 명가

지만 CPX는 의학쩍 지식에 기반한 병력청취，환자 교육과 신체

진잔，의사소흉 기슐과 환자와의 좋은 관계틀 짧은 시간 내에 형

성해야 하는 환자의사관계 항목 풍 여러 7f.지플 명가한다 CPX
에 필요한 이련 여러 가지 항목은 한 번에 훈련하기 힘들고，의

Corres∞nding A띠hor. Kvung Hye Park
Department01EmergencyMedicine.Inje Universily HaeundaePaik
Hosαlal，1435 Jwa-dong，Haeundae-gi.J.8usan，612-862. Korea
E케nail : erdoc@naver.com
ïhis work was supparted by the research gran1from the Medical

， research Fund(lnslilu1e01medical science Academic Research
Fund) 01Jeju Nali。때，Unìversityin 2010.

- 7 -

학 지식융 명가하는 필기 시험의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OSCE
나 cPX에서 휠기 시험 성적만큼 결과룹 내지 뭇하는 경우도 있

다，CPX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연구되었

고，포 어떤 요소가 CPX 정수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는

많다 l갱 이렇게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효과적

이며 체계적이고， 대부분의 교좌자와 피교육자가 생게 시행할 수

있는 교육 방볍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디오로 자신의 모습올 환영 llf여 분석하는 것은 자신을 해

관적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어 연담이나 설습 교육에서 좋은 도

구이다，한 연구에 따르연 다수의 대학에서 환자 연담 기법 교육

에서 비디오 모니터링 명가로 학생의 영혁청취 장연음 녹화하고，

다시 그 비디오툴 보연서 피드백을 흉해 그륨토의블 한다n 연당

기법 교육뿐만 아니라.심예소생술 시율레이션올 하던 모슐운 환
영하여 디브리멍에 이용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lI.IO)

CPX 교육에서 비디오 모나터링을 이용하여 교육한 연구 절과는

드물다 저지들은 본 연구에서 벼디오 모니터령을 이용하여 CPX
될 학생틀에게 교육하고 그 만족도될 조사하고，본 설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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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비디오를 보고 자신의 모슐을 분석한 자아성찰 리포트뜯

학생들이 자유홉게 기숱하도록 하고 이 내용올 분적하여， 의과대

학생틀의 영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뜰올 알아보고

자하였다

대상및 방법

연구대상및교육방법

2011년 3월부터 7훨까지 옹급의학 실슐올 시행한 지1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학생 40명윤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실습 교육은 웅급의학 잉상 실슐 2주 과정 중에

시행되었다

본 교육을 위해서 약 한 시간에 켈쳐 CI껏 소개 및 중례틀 만

드는 볍‘경청과 질문의 기술，비언어적 요소에 대해 강의틀 언

저 하였다 그 후 마인드엠융 이용하여 CPX 충혜흔 반드는 실슐

을 시행한 후，과제로 본인이 맏은 충혜 항옥에 대해 CPX 문쩨
틀 만들도확 하였다 각자의 CPX 중혜툴 쟁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항목보다 초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항목으로 정하기 위해

멸티보팅 (multi-voting) 음 하였다 마인드맹은 환자가 호소하는

한 가지 충상이나 징후에 대해서 떠오르는 질환과 문진，신체진

창해야 할 것틀은 생각냐는 대로 적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이

를 중혜 쩨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공감을 표현하는 연습으로

주제플 정한 뒤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선택하여 본인이 느끼는

감정올 말하도확 하였다 학생들이 쩨작한 CPX는 상황지청 및

지시문，환자의 현영력，과거혁，기촉력，사회력，신체 검사 소견‘

의사 환자의 전체 대화 내용올 포함한 가상 시나리오， 병력갱취，

신깨진창， 환자교육， 환자의사관계틀 포항한 체크리스트룹 모두

포함하였다 체크리스트는 강원충청계주 CPX 컨소시엄에서 시용

하는 형식융 따랐다 며철 후 학생틀이 제작한 CPX 증혜로 실슐

을 하였는데. CPX 중혜월 만든 학생이 표준화 환자 역할올 하

고，학생 의사는 무작위로 정하여 실습을 하였다 나어지 조원들

은 관촬 후 피드빽을 하도혹 하였으며， 이 과정을 학생 의사룹

주인공으로 하여 녹회뜯 하였다 녹화한 동영상은 학생 의사플

한 학생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

으며 학생들은 모니터링올 하연서 지아생한 리포트룹 작성하였

다 ^f아성찬 리포트는 내가 주j한 정，나에게 아직 부촉한 정，개

선할 정과 방법에 대해 분류하여 지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마지박으혹 설숭의 만족도 명가는 Likert 척도 (5 매우 만족， 1
매우 쉴만)로 조사하였으며， 본 실습 과정에 대해 개선함 정，섣

습으로 내가 얻은 이익이나 향상된 능력，기타 의견에 대해 자유

룹게 기술하도록하였다

자료분석

학생듣이 자유쉽게 기술한 항목필 내용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

였다 내용 분석 방법은 비구쏘화된 탐구 대상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득생을 해석하여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책관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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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슐에 대한 의견과 자아성찰 리포트에 학생듣이 기술한

내용쓸 모두 액셀에 입력하였다 입력 시 한 가지 문형에 여러

개의 내용올 서술한 경우 모두 분리하였으며， 충싱 단어를 기춘

으로 비슷한 내용은 범주화하였다 학생룹의 실슐 만족도는

Stata/SE 11.0 (StataCorp LP. College Station. TX. USA)플 이

용하여 명균올구하였다

결 과

본 교육어l 참여한 학생 중 여학생은 22명(55，0%)이고 남학생

은 18영 (45.0%)이었다 그리고 의학과 재학생은 6영CJ5.Û%)，의
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34명(85.0%)이었다

1 자아성찰 리포트 내용 분석

1) 내가잘한점

학생틀이 본인이 잘한 점으로 가장 많이 기슐한 것은 눈맞춤

(3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차분한 말투와 목소리 (20건)，환자
성명 CJ3건)，효융적인 질문 (/2 건).공감 표현 (/2 건).일상 대회{/1
건)，환자틀 존충하는 표현 (10건)，중간 요약 (9건)，고개룰 끄덕이

연서 맞장구뜯 정(8건) 경청하기 (7건)，신체진원 ~5건)，짚문함 기

회괄 중(4건)，말 가로채지 않기 (4건)，자연스러운 체스처 (3건).

병력청취 (3건)‘자연스려운 진행 (2건)，연안한 환경올 조성 (2건)
둥이었다

2) 나에게 아직 부족한 점

학생 본인이 부촉한 정이라고 생각한 것 충 본인의 목소리와

맏의 속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외에는 공감 표현 (17
건).제스처 (11건)，자신감 (JJ 건).당황할 때의 본인의 행동{11건).
부자연스러운 진행 (9건).환자 설영 (8건).의학적 지석 (5건)，중간
요왜 4건).일상 대화등 하지 못함~4건)，눈맞충 (4건)，환자의 질

문을 확인하지 않음{4건)，부적절한 표쩡 (4건).시간 조절올 하지

못합 ~3건)‘불충분한 영력갱취 (3건).어생한 신체 진철~3건)，멸요
없는 군더더기 말융 자주 함(3건).경청올 6μ1 못함 (3건)，의무
기록에 시간올 너무 투자하거나 자주 본다 {3건)，비효블적인 질

문(2건)퉁이 있었다‘

3)개선힐점과방법
본인의 동영상을 본 뒤 개선한 정이나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이

기술한 것은 자연스러운 제스처 (18건)이었다 왈필요한 손동작올

자져1하고 거울융 보면서 표정올 연슐하겠다는 내용이 많았다 자

연스러운 진행도 18건이었는데， 주어진 시간에 맞추고 여유있게

치근차근 대화틀 이어가고 싱다고 기술하였다 그 외에도 목소

리와 말투07건).영게 성영하기 (12건).공감 표현 (/0건)，눈맞춤
(8건)，자신감 기르기 (5건).효융적으로 질문하기 (4건)‘진문한 것

올 미리 준비하기 (4건)，일상 대화하기 (4건)，의학 지식 습득{4
건)，반복 연앙 열요 (4건)，환자흘 존충하는 마음 가지기 (4건).신

체진찰 자연스럽게 하기 (3건)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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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실습 과정에 대한 의견 붐석

1) 실g 과정에 대해 개선힐 접

본 실습에 대해 학생듬이 개선정으로 가장 않이 기쌀한 것은

실습의 기회휠 늘리는 것(11건)이었다 그 외에 CPX 중례툴 선

택하는 방법(3건}을용곱의학 관련 항목올 하거나，난이도가 높

은 항목흘 고갱으로 하는제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인이 만

든 중혜에서만 SP 역할융 하였는데，다른 학생이 제작한 충혜에

도 창여하고 싱다는 의견이 3건 있었고，CPX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필요하다{3건)，CPX틀 제작한 학생이 미리

설명을 하면 좋겠다 (2건)‘중혜에 대한 검사결과 둥 자료가 더 있

으연 좋겠다{2건)학생이 SP를 하니 긴장도가 떨어진다{2건)둥
의 의견이 있었다 개선점이 없다고 기술한 경우도 9건 있었다‘

2)실융으로 내기 얻은 이익이나 항상된 능력

설슐으로 본인이 얻게 된 이익으로는 본인의 부적정한 제스처.

말투，표정 퉁올 깨달았다는 의견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응으로는 CPX올 학f능하는 방법올 깨달았다 {10건)，환자와의
대화콜 자연스럽깨 이어칼 수 있다{6건)，드문 중혜에 대한 경협

(5건)，경쟁의 중요성 인지(4건)，CPX 혼제자의 입장 파악\4건)，
환자의 입장 이해 (4건)，PPl의 중요성 인지 (3건)，기타 의견으로

는 자심감 향상 마인드명의 유용성，의학적 지식의 부족함을 깨

달응퉁이 있었다

3 실당의 만족도영가

설슐의 만족도는 CPX 제작 언어척 요소 강의，비언어적 요소

캉의，CI갯 싣습，자가 비디오 모니터링 퉁 다섯 개의 항옥으로

명가하였고，모든 항목에서 명균 4.5정 이상의 높은 만족도블 보

였다 (Fig.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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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밍Jre 1. CPX education satisfaction of medical students
showed average satisfaction point was over 4.5 on a five
point scale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고 찰

CPX는 환자뀔 진료하는데 있어 의학 지식올 임상 상황에 어

떻게 적용하며 환자의 감정을 공강하고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

료혈 받을 수 었도흔 환자의 행동「을변화시키는 의사의 놓력을

홍합적으로 명가하는 방법이대 a 이러한 CPX틀 교육하기 위해

서는 의학 지식 슐득뿐만 아니라 신체진찰‘환자와 연담"'1는 기

법，환자툴 대히는 태도，공강 감정 표현 동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본 연구에서 학생틀이 CPX의 환자의사관계에

관련된 요소플 향상시키기 위해 핀요한 요인틀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비디오를 모니터링하연 자기가 인지하지 뭇했던 자신의 모슐

올 책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학생틀이 자신의 모슬좋 보연

서 자아성찰 리포트월 쓰연서 분석하도룩 하였다 학생들은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올 본인이 가장 잔 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가장 쉬운 경챙 방엽이다 그리고 차분한 말투와 목소리뜯

잘한 점이라고 기출하였는데， 냐에게 부촉한 정으로 가장 흔한

것도 옥소리와 알의 속도로 21건이 있었다 부촉한 정이라고 명

가한 학생등은 저음 또는 고음의 목소리，너무 작은 목소리，사

투리 사용，부갱확한 받음，더등거렴‘빠른 말의 속도 퉁음 꼽았

고，또한 이블 개선해야 할 정으로 지적하였다 공감 표현이 부

족하다고 지적한 학생이 17명이었는떼，또한 12명이 잘한 정으

로 기쌀하였다 부족한 정 중에서 환자의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관

련 있는 것으로 가장 혼한 것이 공감 표현이었다 공감 표현은

환자가 느끼는 감쟁융 의사가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

자에게 되툴려주는 것으로 공감적인 태도와 정서적으로 따뭇한

마음씨등 가질 때 가능하다 이는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음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공감 표현은 환자의사관계의 핵심이

며，대회월 환자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설계

로 갑갱지능이 높은 의과대학생일수록 잉상수행능력 충 의사소

풍기울 정수가 높고 환자교육 점수가 우수하다 i … 국내 연구에

서도 감정지능 중 감갱인식 및 표현능력과 감정이입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환자-의사관계 정수가 농았다까 또한 면당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공강적 반웅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며，효과적인

연당과 대인관계 기술올 가지게 된다κm 환자의사관계플 향상시

키기 위해서 감정올 인식하고 표현하는 혼련과 연당 교육이 필요

한것으로생각된다

학생플은 부촉한 점으로 제스처，자신감，자연스럽지 못한 진

행，당황할 때의 행동 둥을 말하였다.셰스처는 무의식 중에 하

게 되는데，비디오를 보연서 인식하게 되어 부혹한 점으로 생각

하였다 상황 n 맞지 않는 제스처는 학생의사의 신뢰감융 감소시

키며，이는 자신감 부족，부자연스러운 진행 동으로 이어질 수

었다 또는 당황한 경우의 표정，웃음，눈「을피함，말끔 흐리기

퉁도 부자연스러운 제스처와 비슷한 경우인데，이 또한 표준화환

자가 학생의사에게 느끼는 신뢰감융 감소시킨다 이틀 줄이기 위

해서는 CPX틀 반복 연숨하여 전반적인 자신강융 기르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CPX에 대한 자기 효능갑，왈앙강，준비도는 학생

틀의 CPX 정수에 영향융 마치며，자기효놓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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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에 대한 불안감은 낮아져 CPX에서 높은 정수흘 받을 수 있

다1 또한 Lee 풍의 연구에서 151CPX시험을 반복해서 치르는 경

우 병력청취와 신체진찬 영역의 정수는 학생틀의 CPX성척의 정

도와 무관하게 향상되는데‘ 이는 시간이 경과빵” 따라 임상 실

습과 학교 쿄육 과정에 따른 경협과 지식의 습득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하위 성적 그룹의 환자의사관계 정수는 정차

하락하였다‘ 환자의사관계는 비인지적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벼

해 잘 변하지 않고 개인차에 크게 기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잘한 정 또는 부촉한 정으로 학생틀이 기술한 것은

환자 설영이었다‘ 13명은 잔한 점으로 8영은 부족한 점으로 기술

하였다 싼한 정으로 기술한 학생의 경우 그립을 그리거나 글을

쓰연서 환지에게 설명한 학생도 있었다

Lee 퉁의 연구에서는 IÐlCPX시험 후 표춘화 환자가 느끼는 학

생의사의 강정과 취약정올 분석하였는데， 강점인 동시에 취약점

으로 상위 4개가 설영하기‘정서적 지지，태도，비언어적 행동 퉁

이 있었다 그리고 잘한 점으로 더 많이 꽁힌 경청하기와 환자교

육 및 상당，고쳐야 할 정으로 더 많이 지적된 것은 정문하기，합

의도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

생은 적었고，1l.윤적으로 질문흘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2영으
로 많았다 하지만 학생틀이 잘한 정과 부족한 정으로 혼하게 기

술한 환자 설영，눈맞충과 공갑 표현，쩨스처 풍은 Lee 퉁의 연

구에서”’표준화 환자가 기술한 성명하기， 정서적 지지‘태도‘

비언어적 행동 퉁과 비숫한 결과이다 병력청취나 신혜진창은

의학적 지식의 정도와 비혜할 수 있지만，환자 설명과 환자의사

관계는 표준화 환자，학생 의사 모두가 비중있게 느끼는 부분이

라고 생각하며，학생의사마다 큰 차이가 있응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CPX 정수에서 환자 교육과 환자의사관계가 차지하는 접

수가 50% 정도틀 차지하므로， CPX 교육 시 병력청취와 신체진

찬에 집중하기 보다.환자 교육과 환자의사관계에 좀더 주력해

야한다

본 설숨 과정에서 개선함 정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회를 늘리

는 것이었고，학생틀 역시 반복 연습을 원항을 얄 수 있었다 학

생틀에게 이 실습으로 얻은 이익이나 향상된 능력을 불었올 때

비디오륜 모니터령하연서‘ 또 다른 학생듣이 CPX틀 하는 것을 보

연서 본인의 부적절한 비언어적 요소룹 깨달았다는 의견이 25건
있었다 그리고 전체 실숭 과정올 거쳐서 본인이 부촉하다고 느낀

점으로 의학 지식 부측이 12건이었다.학생듣이 스스로 의학 지식

이 부촉하고 부자연스러운 비언어적 반웅올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월 가지는 것이 이 실숨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비디오 모니터링 명가는 단순한 언어적 피드백보다 효과가 농
다고 하며，연당기숭을 향상시킨다'"‘”특히 지도의사의 피드백

을 받는 경우에는 연암기술이나 신체진창 기술이 더욱 향상된다
고 한다，，，본 연구에서는 바디오틀 학생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분

석하였지만， 지도 교수가 갇이 모니터링하연 회습 효과룹 중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쩨한정으로는 학생뜯이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

는 질적 자료의 한계정이다 자료가 주관적으로 기술한 내용으

로，이룹 저자들이 분류하였기 때문에，항옥 분류 상의 오휴가

있을수도있다

결 론

비디오 모니터링올 이용한 CPX 교육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부

촉한 접.특히 비언어적 의사소몽에 대해서 회생들이 스스로 깨

닫게 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잉상수행능력 향상운

위해 휠요한 요인으로는 목소리와 딸의 속도，공감 표현，비언어

척 행동，설명하기 퉁의 개선이었다 향후 이들 요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체공됨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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