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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students' results: Senior students' mock National Physician Licensing

Examination results Vs. Revalued results of their Sophomore period based o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ffai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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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s’sophomore period results (Result-2) were revalued based a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l’air Rule (JNUAARl
and those were compared with their mock National Physician Licensing Examination results (Result-4). The correlation
coef’icienls were 0.6634 and 0.6520 by revaluation melhod 1 and 2，respectively and interpreted as "relativety high correlation"
Slalislicaliy. aboul 44% 이 Result-4 variance was delermined by Resull-2 variance. Therefore，studenl assessment has t。
conlinue af1er sophomore period. Resull-2 by revaluation method 1 also revealed that 3 addilional s1udents were classified as
Fail Group. Two 01 them beJonged t。’lower 10% group" during their senior period. Therelore，jl giving 1he credit based on
JNUAAR，argumen1s concerning graduate inspection ∞n be reduced velY much. (J Med Ule Scl 2011 ;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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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진료능력운 갖춘 의시휠 양성 한다”는 교육목표
월 가지고 있고‘이 복표는 학생듣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

써 1차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졸염을

앞둔 4학년 학생이라면 무난히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이러한 능력이 배양되지 웃한 학생

.，의 경우 이전 학년에서 선열되어 다시 ‘공부할키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학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웰행히도 지난 수년 간 우리학교에서는 매해 4학년
학생 중에서 의시국가고시 모의고사 성적부진자에 대한 사정의

문제로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 수년간 우리학교 4학년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모의고사월 함께 치르는 콘소시웅 소속 8개
의과대학 중에서 상위권에 틀었던 적이 드블었고，특히 콘소시용

전체 웅시자 종 하위 5-]0% 에 해당하는 학생을 졸엽시킬 것인

지 유급시킬 것인지의 논의가 해마다 되왈이 되어 왔다

1. 서 론 이러한 운제제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시 해마다 되흉-이꾀어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1. 2학년 기간에 성적관리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잉상싣융이 시작되는 3학년 이상이

되연 학생 전체룹 대상으로 하는 단일병가도구{시험)블이용한

상대명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소그룹융 대상으로 다양한

명가도구{시험，리포트，발표，수행놓력 및 태도 관찰 둥)를이용

한 점대명 7}{pass or f;뻐}뜸하게 되므로 성적부진치않 객관적이

고 타당하게 찾아내어 다시 공부한 기회뜰 주기(유급)가어렵다

는 것이다 따라서 “1. 2학년 기간에 성적관리틀 정확히 하여
임상션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선연융 마쳐야 한다 i 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으며，교수진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본 연구할 몽하여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2학년 기간에 성적관리를 엄격히 하여 4학년이 되기 전에

학생선멸을 마쳐야 한다.는 주%’이정서적 공감운 녕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듣여 지려연 우선 “1.2학년 기간의 통함과옥 성적이

4학년 모의고사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전쩨가 충촉되어야

한다 만약 1‘2학년 풍합강의 성적과 4학년 모의고사 성적 사이

에 상관관계가 낮다연 성적관리는 1. 2학년 기간이 아닌 4학년
말에 하는 것이 라당하겠다 또한‘앙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조건
이 충족되었다연， 현설에서는 어째서 1. 2학년 기간에 성적관리

가 설패하게 되었는지 받혀낼 펀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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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 별표 l “명점평균환
Z가하 부여하였다 {Table 1)
아이나 교학사관리규정”에 I

~ 4학 30%，B: 0~50% ，C
경우 1등 학생의 천

'11주대 2를 다시 산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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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대상

저지논 2009학년도 2학년 학생의 성적을 제주대학교학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괴댁에 통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연

고자 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재평가 성적으로는 유급대상

진급한 학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이렇게 진급한 학생들 3

년 성적은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를 통해 “1，2학년 기간 성적관리의 중요성 n과 ι"

학교 학사관리규정의 유용성”이 확인된다연 추후 4학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i 2 대상및방법

re 혹요밍i믹명섹박딩 n
using method 1

re- &。야t← modulation
usi ng method 2

Figure 1. TIris diagram shows differences between post-
modulation scores by using method 1 and method 2. If
。ne choose method 2， inter-student's interval will be
magnified. As a result ，one may get larger number of cut-
。ff group than when one using method 1

Table 1. Grade calculation system. This system is based。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ffair Rules

각 과목의 평점에 학점가중치를 두어 합산한 학년평균평점을

소수정 둘 째 자리까지 산풀하여 학년석치를 정하였다

나 4학년 성적 재평가

2011 학년도 4학년 의시국가고시 모의고시는 모두 4회 시행하

였으며，지필고사 성적만을 취합하였고，역시 출석성적은 포함하

지 않았다 학년초에 학생들에게 고지한 대로 1차 10%，2차
20%，3차 30%，4차 30%의 가중치를 둔 성적을 10091ι로 환산하

여 학년석차를정하였다

2-2 성적 재평가

가 2학년 성적 재명가

취합된 각 과목의 성적 중에서 필기시험，실습시험，과제물 제

출 점수를 합하여 원점수로 보았고，출석성적은 포함하지 않았다

원점수는 두 가지 밤법을 이용하여 백정환산점수를 산출하였

다 백전환산접수 l은 학생 간의 원점수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성적변환을 한 것이고，백점환산점수 2는 학생 간의

원점수 비율을 통일하게 유치한 상태에서 성적변환을 한 것이다

(Figure 1) 통상 백점환산점수 1은 일정 점수를 더하여 l등
학생의 성적을 10C점으로 만들고，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더해서 성적을 산향뜯 방법이다 백점환산접수 2는 1등 학생의

성적을 10C점으로 보고 다른 학생들이 얻은 성적이 1등 학생

성적의 몇 %에 해당 t}는지를 가지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백점환산접수의 산출 방법을 규정한 학칙은 없으며， 이 방법

역시 학칙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성적 산출

시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백점환산접수 1，2는 “제주대학교학사관리규정” 및 동 규정의

Grade
A十
AO
A

B+
BO
B
C+
CO
C-
0+
00
D

F

Score
100 - 97
96-94
93 - 90
89 - 87
86-84
83 - 80
79 - 77
76 - 74
73 - 7C
69 - 67
66 - 64
63-60
59 - 0

Credit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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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서 90점 이라는 기준에 의해 운우원 A 둥급 학생이 B 풍급
학생보다 향후 터 능력 있고 성실하여 좋은 의사가 됩 것인지에

대한 대당에는 누구도 감히 당 할수 없올 것이다

이처럽 기준음 세우→는것이란 어떠한 근본적인 사설올 밝혀내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견해플 모으고 종합히여 단일

한 정수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것올 알。}야한다 2) 쪽.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이 학생등 간의 본점적 능력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세운 기준이 얼마나

이해관계에서 자1뚜융고，여러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며，학생틀을 공명하게 대우하고 있고 재현 가놓하며 열마

냐 설명하고 설행하기 쉬운지 말함으로써 우리가 세운 기준의

신뢰도릎 높이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자가 교육현장을 경협하며 학생성적 부여와 관련하여 듣「은

‘우리학교는 지방대학이므로 폴업 후 타 대학병원에 지원히는

학생을을 위해 학점을 장 주어야 한다{기준 설정자의 이해관계

반영):，“똘엉항 만한 학생은 성적올 장 주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F펀주겠다(공명하지 옷한 피험자 대우)기“상대평가이므

로 석차만 바뀌지 않으연 명정은 내 마응대로 부여한다{재현

뀔가능): 이상과 같은 의견은 모두 융바르지 뭇한 방법이 l셔

이러한 생각융 바탕으로 세운 기출은 신뢰함 수 없다는 사설을

알아야한다

저지는 본 연구륭 콩해 특별한 다른 노력 없이도，학칙에 의거

한 기준을 이용한 명정부여 만으로도 똘엉자격이 의문시 되는

학생이 4학년에 진급히는 것올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음을 암아내

었다 백점환산정수 2월 이용하면 유급대상자가 8명에 달해 이미

유급 또는 휴학한 4명올 포항하연 한 학년의 28%가 중도탈락

하게 되는 결과플 초래하므로 백점환산정수 1운 이용하여 16%가
중도단학 하는 것이 우리가 받。F들일 수 있는 벙위라고 생각

한다

또한，2학년 성적이 4학년 성적과 ‘다소높은 양의 상관관계‘

월 가지고 있음올 밝혔다 몽계적으로는 4학년 성적 석차의 연량

중에서 44%(0 ，6634 X 0.6634 백정환산정수 1 이용) 또는
430/0<0.6520 X 0，6520 백점환산정수 2 이용)까2학년 성적 석차

차이에 의한 연량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4학년 성적은 3，4학
년 과정의 교육 빛 학생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므로 출업대상자의 선별은 2학년 까지 과정에서

끝날 수는 없고 그 이후에도 학생의 학업성취도휠 명가하기 위한

타당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3학년 말에 진급시험을 치르자는 의견에 동의

한다

결론적으로 2학년 성적석차는 4학년 성적석자와 다소 높은 상관

관계틀 가지고 있으며，제주대학교 학사관리큐정에 의거한 명정

부여 만으로도 진급 부적격자의 상당수필 찾아 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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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동일인 2영 뿐이었고，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도 1명
이있었다

Figure 3. This scatter diagram reveals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ult-2-1. Result-2-2
(revaJued sophomore period result by revaluation method 1
and 2) and Result-4 (revalued senior period result) ，
respectively

평가에서 기준이란 시험을 용해 얻어지는 하나의 정수를 의마

한다 이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수행 사이에서 경계 역할올 한다

2l 즉，교육현장에서 90정을 정계로 하여 A 등공과 B 풍급의

성적을 나누었다연， 이때 기준은 90점이 되고 이 기준에 의해

부여된 풍급 A와 B는 질적으로 다른 수행능력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90점만이 기준이고 89정이나 91정이 기준이

휠 수 없는가T라는 질문에 대당을 하기는 힘듣다 그리고 90정
이라는 기준에 의해 다릎 둥급으로 분류된 91점올 취득한 학생

과 89점을 획득한 학생이 ‘과연본질적으로 다른 학엄성취도륭

보였는가?"라는질문에 에 대한 대당 역시 업지 않다 그라고 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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