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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 성적과 필기시험 성적간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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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between cI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scores and written

exammatlOn scores

Woo- ，Jeong Kim

Depa이me이。f EmergencyMedicine，Jeju NationalUniversi!ySchool 01Medicine，Jeju，Korea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is a examination ’or comprehensive evalualion of clinical pe끼。rmance in medical

educalion ，and was introduced 10 various medical examination including the national examinalion for certilied Iicense of d∞lor
Educalion and preparation for CPX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rses in medical school，so it’s needed 10 know the
corre!alion belween conventional wrilten examinalion and CPX. This study showed the correlalions between written examination
scores and some part 이 CPX scores and suggested the pαnts we should pay atlention 10 for education 이 medical students. (J
Med Ufe SCI 2010;7: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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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지도해야 하는 교수흘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예욕 수단이 없어

의학교육 현장에서 어려웅음 느끼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저지는 제주의대에서의 의시국가고시 모의고사 멸기시혐의 성적

과 cPX 성적간의 연관성을 얀아보고 향후 학생 교육 계획 수립

과 학생 지도에 한용하 .:i!.자 하였다

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46영을 대상으로 시행한 4차혜의
의사국가고시 모의고사 성적과 2009년 9월 l 일 시행한 의사국가

고시 모의실기시험윤 대상으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모의설기시혐올 cPX악고 표현하지만‘이번 연구에서는 국시원에

서 실기시험 항복 꽁지에서 구분한 것처럽 표준화 환자가 포함

되는 문항을 cPX로，잉상수기 장비를 이용하여 명가하는 문헝을

OSCE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모의고사는 5핸 28일-29 일.9월 3일 -4 일 10월 17일-18 일
11웰 21일 -22 일에 견쳐 4차혜 시행이 되었으며 모의고사의

시험문제는 가천의대，강원의대， 정상의대‘딘국의대，플지의대，

제주의대，총ξ-의대.포천중문의대 등으로 구성된 8개 의과대학

컨소시엄에서 주관하였고. 1차 시혐은 가천의대‘ 2차 시험은

제주의대‘ 3차 시험은 단국의대.，4차 시험은 강원의대에서 각각

출제하였다

모의실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과 갇은 형태로 임상수

기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강원?충청 cPX 컨소시엄의 표준화

2009년 9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시아 권역에서는 처음

으로 우리나라 의사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이 설시되었다 그 결과

3.456영이 싣기시험에 응시하고 3.289명이 합격하여 95.2%의
합격플을 보였는데 이는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에 3‘452영이
옹시하고 3.349명이 합칙하여 97.0%의 합격훤을 보인 것과 비교

해 보연 앞으로 설기시형이 의사국가고시의 당락원 견정한 만콤

의 중요한 비중올 차지하게 될 것입플 시사한다 설기시혐의 도입

에 앞서 이이 대부분의 의과대#뼈l서 학생틀의 임상실습을 명가

하기 위해 clinical pelÍ'onnance examination(CPX)와 ob.iective
strucl;ured clinical examination(OSCE)로 표현되는 다양한 영가

룹 시행해 오고 있고 섣기시혐의 비중이 커진 인큼 이러한 명가

는더욱확대휠 전망이다

하지만. CPX틀 잉상수행능력의 명가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병가 방법인 핀기시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틀이 상존하고 있고，실기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룹윤 교욕하고

Address for correspondence : Woo-Jeong Kim
Department이 EmergencyMedicine，Jeju NalionalUniver:;씨y SCh∞1
이 Medicine，66 Jejudaehakno，690-756，Jeju，Korea
E-mail: gurum21@jejunu.ac.kr

This work was supperted by a granl lrom the Jeju Nalional
Universi!yHospitalResearchFund(2009>

「}-------대상뀔 방법

94

「

mailto:gurum21@jejunu.ac.kr


’대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enonnance examination scores and written examination scores

환자가 포함된 CPX 시험방 4개，입상수기 모형 장비를 이용한

OSCE방 4개로 구성하였다 CPX 문항은 가정폭력， 나쁜 소식

전하기，발달 지연，급성 복통을， OSCE 문항은 혈액배양，봉합

술，기관갑관법， 이경검사흘 각각 선정하여 오전 8시부더 오후

7시까지 6개 조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모의고사 성적과 모의실기시험 성적은 먼저 평균을 분석하고

남녀학생의 비교와 두 성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묘의성기시험 성적은 추가룩 표준화 환자가 평가하게 되는 CPX
항목의 성적과 채정교수가 펑가하게 되는 OSCE 항목의 성적을

구분하여 모의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는 SPSS 12.0 for Wmdows를 이용하여 시험 성적의 평균

에 대한 남녀학생의 비교는 Independent Sample T test 로 검정

하였고，P(0.05 얀 경우에 통계적혹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의고사와 모의실기시험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상관

분석을 통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ìents를 구하였다

결 과

1 모의고사 성적과 모의실기시험 성적의 평균

l차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은 538점 만점에 296.74:t39.04 점이

었고，최저점은 223.5점，최고점은 393.0점이었다 2차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은 49C점 만점에 289.41 :t37.05 접이었고，최저점은
224.5점 최고점은 361.5점이었다 3차 모의고사 성적의 펑균은

490점 만점에 300.29:t32.83 정이었고，최저점은 252.5점 최고점

은 376.5점이었다 4~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은 490점 만점에

293.30:t37.77 점이었고 최저짐은 229.0점，최고점은 370.0접이
었다 (Table 1)

모의실기시험의 성적은 60C점 만점에 최저점은 352.5점，최고
점은 496.6점이었고，평균은 418.96:t32.6C 점이었다 CPX 항목

들만 구분하면 400점 만점에 최저점은 248.9점，최고점은 362.0
점이었고， 평균은 289.70:t23.62 점이었으며， OSCE 항목틀만

구분하면 20C점 만점에 최저점은 88.3점，최고점은 151.8점이었
고，평균은 128.99:t15.18 점이었다 (Table 1)
모의고사 성적을 남녀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냥학생의

경우는 1차，2치，3차，4차 R 의고사 성적의 평균이 각각 298.21

Table 1. The mean scores of written examinations an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examínalion fullmark mrnlmum maxlmum mean scorescore score
1sl written 538 223.5 393.0 296.74:t39.04

2nd wrítler 490 224.5 361.5 289.41:t37.05

3rd wrilten 490 252.5 3765 30029 士32.83

4th wrillen 490 229.0 370.0 293_30:t37.77

디InlC외 exam 600 352.5 496.6 418.96:t32.60

CPX 400 2489 362.0 289.70:t23.62

OSCE 200 88.3 151.8 128.99노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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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1.23 ，289.69:t35.71. 299.31:t33.1O ，297.13:t39.64 점이었

고， 여학생의 경우는 각각 293.70:t35.25 ，288.83:t40.97 ，

302.33:t33.30 ，285.40:t33.46 점으로 남녀학생 성적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모의실기시험 생적을 남녀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남학

생의 성적 평균은 411.l6:t29.17 점，여학생은 435.07:t34.34 점

이었고 CPX 항목들과 OSCE 항목들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각각 284.35:t19.93 ，126.61:t15.55 점 1 여학생은 각각

300.74:t27.34 ↑ 133.90:t13.55 점3로 여학생의 모의실기시험

생적이 농~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2 모의고사 성적과 모의실기시험 성적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3)

오의실기시험 성적과 1차，2차，3차，4차 모의고사 성적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는 각각 0.185，0.342，0.409，
0.321로 3차 모의고사 성적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의

실기시험 성적과 4차례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과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ìent는 0326 이었마
모의실기시험 성적을 CPX 항목과 OSCE 항목으로 구분하연，

CPX 항목 성적과 1차， 2차， 3차， 4차 모의고사 성적간의

Table 2. The differences of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ean score
examination P value

male female

1st writlen 298.21:t41.23 293.70:t35.25 0.494

2nd written 289.69:t35.71 288.83:t40.97 0.540

3rd written 29931:t33.1O 302.33:t33.30 0.573

41h written 297.13:t39.64 285.40:t33.46 0.342

이inical exam 411.l6:t29.17 435.07:t34.34 0.525

CPX 284.35:t 19.93 300.74:t27.34 0.265

OSCE 126.61:t 15.55 133.90:t13.55 0.730

Table 3. The correlation of scores between written
examinations 없ld clinical penormance examinations

writlen exam
Variables

1st 2nd 3rd 4th mean

c1inìcalexam 0_185 0.342* 0.409** 0.321* 0.326*

CPX 0.165 0.272 0.347* 0.264 0272

。SCE 0.145 0.314* 0.34띠* 0.279 0.280

，P(0 ，05
'* P(0.01



Woo-Jcong Kim

Pearson correlation coeηïcients 는 각각 0.165 ，0.272 ，0.347 ，
0264 이었고， OSCE 항목 성적과 1차 2차，3차 4차 모의고사

성적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이ents는 각각 0.145 ↑ 0.314

0.340 ，0.279이었다

3， CPX 항목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간의 상관관계 운석

(Table 4)

모의실기시험의 CPX 문항은 4개로 CPX 1은 가정폭력， CPX
2는 나쁜 소석 전하기， CPX 3은 발달 지연，CPX 4는 급성 복통

이었다 1차 2차， 3차‘4차 모의고사 성적 및 4차례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과 4개의 CPX 문항과의 상관관계는 급성 복훈 사례

인 CPX 4에서만 높게 나타났으며‘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는 각각 0.298 ，0.422 ，0.402 ，0.484 ，0.408이었다

4. OSCE 항목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5)

모의실기시험의 OSCE 문항은 4개로 OSCE 1은 혈액배양，

OSCE 2는 봉합술， OSCE 3은 기관삽관법‘ OSCE 4는 이정검사

였다 1차，2차，3차，4차 모의고사 성적 및 4차례 모의고사 성적

의 평굽과 4개의 OSCE 문항과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는 OSCE 1이 각각 0.235 ，0.320 ，0.3갱， 0.244 ，
0299 이었고， OSCE 2가 각각 0.054 ，0.011 ，0.110 ，0.041 ，

Table 4. The correlation of scores between written
examinations and CPX cases

wriHen exam
Variables

1st 2nc 3cd 4th mear

CPX 1 0.003 0.147 0.167 0079 0.101

CPX 2 0.020 0.093 0204 0.111 0.108

CPX 3 0.063 0.049 0.111 0.038 0067

CPX4 0.298* 0.422** 0.402** 0.434** 0.408**

，P<0.05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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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이었다 또한，OSCE 3은 각각 0.183‘0.280 ，0.332 ，0.336 ，
0.295 이었고， OSCE 4는 각각 0.055 ，0.099 ，0.025 ，0.014 ‘

0.021이었다

고 찰

CPX.는 clinical perfonnance examination 의 약어로 최근에는

엄상수행능력평가콜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의 약어인

OSCE가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진료

시험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존의 필기시험과 차별되는 입상에서

의 능력을 평가히는 실기시험에 대해 CPX와 OSCE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 국내에 도입되연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진료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CPX로‘
엄상수가장비나 모의 환자를 이용하여 한 항목의 임상수가 능력

을 평가하는 것을 OSCE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1)

기존의 의학교육에서 행해져 온 강의식 주입 교육과 임상 실슴

에서조차 필기시험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계에서 벗어

냐고，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 등을 포함승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가우는

방향으로 의학교육은 변하고 있으며，이러한 흐릉은 임상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험 방법틀에 대해 고인하거 1 만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생 평가 방법인 필기시험의 결과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실기시험의 결과의 연관성은 최근의 의희「교

육의 변화 속에서 여허 가지 의견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2-5)，

CPX나 OSCE 등의 평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

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펼요한 부분일 것이다 만약

새로운 임상능력의 평가가 기존의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면 ‘많은비용을 들여 굳이 새로운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인 학생틀의

능력을 평가동나는새로운 평가 방법으로서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당위성을 얻을 수도 있다 반연에 상관관계가 낮3면 기존의

학생 평가에서 펠기시험만으로는 분별할 수 없었던 학생의 능력

차이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재로운 평가방법으로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평가 결과에 큰 의마

를 두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입상능력이 평가 도입에 대한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학 교육에서의 시대적 변화 요구와 펑가 도입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유도 등의 효고}논CPX로 대표되는 엄강수행능

력평가를 점차 확대시카고 있으며‘ 이미 의시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을 비콧하여 일부 과목의 전문의 시험 및 일부 병원에서의

전공의 선발 시험 등에 도입이 되었다 -6. 7)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대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임상

능력을 카우기 위한 실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실기시험

에서 어떤 결괴덤 얻게 될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필기시험의

경우，모의고사 등을 통한 사전 점검으로 부족한 부분을 상담하

고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았으나，실기시험이 정우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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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좋은 학생이 실기시험 성적도 좋다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 4학년에 시행한 4차례의 모의고사 중에서 1차
성적을 제외한 2차，3자，4차 모의고사 성적이 실기시험 성적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중 3차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1차 모의고사의 경우，전체 교과과정이

끝나기 전이고 상대적으로 4학년틀의 시헝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시기인 5월에 치러점으로 인해 성적 결과에 비중을 두기에는

다소 어려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화 환자가 형가하게 되는 CPX 문항별로 모의고사 성적과

의 상관관계를 보면， CPX 4 급성 복통 문항에서만 모의고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PX 1，2，3은 각각 가정

폭력， 나쁜 소식 전하기， 발달지연이었는데， 이러한 문헝틀은

일반적인 임상실습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특수 상황에

대한 면담법을 교육받아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다

모의고사 성적과 상관관계를 보인 급성 복통 문항은 일반적이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임상 사례 문항으로‘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한 수 있고 평소의 임상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어 필기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흘 보면 흔하게 접하기 어렵고

별도의 면담술이 펼요한 임상 증례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야 함을 알 수 있고，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이 필기시험

평가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또 다른 임상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 수기 장비를 이용한 OSCE 문항별로 모의고사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보변 OSCE 1 혈액배양과 OSCE 3 기관삽관법이

모의고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OSCE 2 봉합술
과 OSCE 4 이경 겁사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실습의

기회가 많고 내과 실습 과정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에서 상관관

계가 높은 것은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만큼 관련

수기들을 잘 수행해댐을 예측할 수 있￡나，많은 반복적인 실습

을 흥해 능숙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외과적 수기냐 자주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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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하는 수기 항목들에서 모의고사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고할수있겠다

입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다$t한 실기시험은 이저1 멸수적인
교육 과정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선택적￡로 보다

더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실기평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대책에 힘윷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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