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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PX(이inical per10rmance examination) is a examinalion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01 clinical performance in medical
education，and has been used worldwide sinte Harden introduced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1975. T。
penorm' CPX，SP(standardized patie미)is essentiat. who is a simulated and well-trained person fα education and evaluation of、
medical student. In Korea. CPX is scheduled to be inlroduced inlo na1ional examination in this year，50.most medical school are
paying close atlention 10 CPX now 이though evalualion resulls 이 SP have some debates for validily and reliability‘CPX will be
introduced 10olher medical examinations. (J Med Ufe Sci 2009: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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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넘쳐나는 의학정보 풍은 기존의

의학교육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연적인

암기위주의 강의수엽이냐 객관식 시험 방법과 갇은 전동적 교육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갑대가 필요한 정보의 탐색，

수집，분석，비판，종합 창혼 능력 자기주도적인 명생 회습 능

력，효윤적인 의사소동 능력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 풍에 대한

교육융 추구하고，이러한 교육을 적쩔하게 명가한 수 있는 수행

명가 방식올 도입하려는 노력을 불러오고 있다 I) 특히 올해부터

임상수행능력쏠 명가하기 위해 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유에 있어서 한 획음 긋는 큰 변화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임상수행능력올 영가하기 위한 방법인 CPX
의 개녕과 그 역사‘국가고시 의사설기시혐의 개요，그리고 CPX
와 관련된 논란과 연구플을 살며보고，향후 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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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一 뺑왼캔낼 」
1. CPX의 정의

cPX는 clinical perfonnance examination의 약어로 보홍 ‘진

료수행시험 이라고 표현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SCE가 있는데

OSCE는 。Q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의 약어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의미한다 둡 다 기존의 지멸고사와 다

프게 잉상능역올 명7댐}는방법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운영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언저 OSCE는 임상능력명가룹 위해 언저 도입원 개념으로 주

로 단연적인 수기 능력을 명가하는 것이고，단어의 의미에서 보

이듯이 주관적인 명가룹 배제하고 객관적인 명가를 위해 일정한

정형화된 구조를 갖훈 병가 형태륜 의미한다 반면에 CPX는
OSCE 이후에 등장한 개녕으로 영력 청취，신체 검진‘환자의사

관계 동올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진료의 수행 능력윤 병가하는

것이고‘이할 위해 표준화 환자가 필수적이다

붙콘。SCE에서도 표준화 환X땀 이용할 수 있지만，대부분

특정 부위의 진찰이냐 기본적인 입상 수기 동을 명가하는 것이므

로 대부분 5분 전후의 시간이 배정되고.CPX는 표준화 환지틀

대연하여 전반적인 진찬 과정，설명，환자 교육 둥을 평가하게

되므로 OSCE보다 더 많은 시간융 배정하게 원다

하지만，OSCE가 진쌀 방엄이냐 염상 수기 등의 단연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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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 명가하기는 하지만 잉상수행능력올 명가한다는 점에서는

CPX의 한 부「분으로볼 수 도 있고，반대로 CPX가 진료의 전

반적인 수행능력융 명가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객관구조화원

형태원 갖는다는 점에서는 OSCE 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 수도

있다
이처협 임상수행능력명가의 방법으로 OSC양} CPX가 혼용되

어 사용되지만.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한

항목의 엽상수기틀 평가하는 방법융。SCE로，중례에 따라 표춘

화 환자틀 이용하여 진료의 총합적인 명가릎 하는 것융 CPX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표준화환자

CPX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잉상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진료

환경을 만틀기 위해서는 표준화 환자가 뀔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표준화 환재 SP. standardized patient} 는 실제 환자의 사혜

룹 일관성 있고 정확히 연기하도록 훈련된 모의 환자픔 의이하

며，보봉 연기자，엑스트라， 일반인，자원용사자 풍으로 이푸어진

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나리오에 맞게 대

답과 행동올 하고 신체 검진 시에도 의학적으로 적갤한 반응흉

보이도확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핍요하고‘ 특

히，학생의 명가틀 위한 명가 도구로서의 역할과 직접 학생융 명

가하는 평가자의 역항을 책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프로그램이 편요하다

표준화 환자 프로그햄의 전반적인 의도는 학생틀로 하여금 대

체수단이 없는 실제 환자와의 만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을고

임상설행능력을 명가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도구를 갖게，.하는데

있다 MilIer는 이러한 표준화 환자의 유용성융 환자 교사로서 싣

쳐1 환자에게 배우기 어렵거나 왈연한 무엇인가룹 보여주고. 되먹

임인올 위해 실행되는 형성명가환 동해 학생플의 학습융 촉진시

키며，교육의 목표가 성취되었는가음 판단하기 위해 학슐에 대한

최종영가시험에서 채정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정리하였다 il

3. CPX의 역사

1960년대 η중반부터 미국 냥가주대학교 의과대학의 B없mw양}
Abrahams 교수팀이 표준화 환자 프로그행을 개발하여. 의과대

학 학생쿄육. 교수개쌀， 의사 연수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교육과

정 수행 방법 빛 명가도구로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1975변‘영국의 Dundee 대학교 의과대학의 Harden 교수댐。1 개
발한 책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프로그행과 젤묘한 조화틀 이푸연서 전세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1999년 북미의과대학협회의 조사에 따르연.

미국 1257fl 의과대학 중 12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표준화 환

자틀 교육과 명가에 합용하고 있다 il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서울의대에서 OSCE를 시행한 이후로，

1995년 한양의대， 1996년 영냥의대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표준

화 환자 프로그랩은 1996년 서웅의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후 많은 의과대회에서 표준화 환자룹 이용한 CPX릎 도입하기 시

작하였 S냐，표준확환자의 모집과 교유 및 훈련의 어려용 때문에

까le principle. practice and future of CPX in MedicalEducation

여러 지역의 의과대학틀이 컨소시엄올 구성하고 공총으로 경비

를 마련하여 표준화 환자등 관리하면서 소속 의과대학의 CPX'에

환용하고 있다‘현재 서윤-경기‘강원-종청，대구-경북，전라 지

역 등의 컨소시엄이 었으;며，제주 의대의’경우에는 2009년부터
강원-충청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CPX 의 현황

1 국내 의과대학의 CPX 시행

1994년 서웅의대에서 OSCE룹 도잉한 이후.많은 의과대학에

서 OSCE와 CPX픔 도입하연서 각 대학의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

하였다

한양의대에서는 1997년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8방의 시험

망을 복재 (duplication) 하여。SCE륜 시행하였으냐 초기 시행과

정의 문제점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낮고，복제에 따른 성적 차이

를 보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힘을 보여 주었다 2l 이후 이화

의대에서도 2003년 4학년 쓸엽시혐의 일부로 2(){은항의 OSCE뜯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F석하여 전체학교성적과 OSCE 정수가

대부분 중둥도의 상관생이 있었지만， 4학년 성적과는 모형 및 처

치 '71송 분야에서 상관성이 낮았고， 한양 의대에서처립 -시험장

복제‘짜따른 명가자의 일치도에 문제가 J있응을 화고하였다~)가

천의대에서는 2003년 4학년 진급시협의 일환으로 4개 사혜의

CPX혈 시행하였으나 표준화 환자와 의사간의 채정 결과에서 높

은 일지도륜 보이지 못했고‘ 임상의학종합명가 헬기시험과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응을 보고하였다 4'
이처영 호기에 CPX를 시행한 대학틀은 많은 준비 과정을 거

쳤음에도 명가의 신뢰도. 일치도 동을 확보하기가 어려응윤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대회들이 공용으로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명가틀 위해 컨소시엄올 구성하여

CPX을 시행하게 되었다 서윤-경기 컨소시엄에서는 2005년도에
시행한 6개 대학 CPX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 시기에 따라 학

교 정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사이 시혐의 일부

보완윤 몽해 CPX의 보안성과 공정성융 확보함 수 있응을 제시하

였l쉬)

2 국가고시 의사실기시험의 도입

국내 의과대학에 CPX가 도잉되기 시작하고 의학교육의 새로

운 명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연서 2006년에 향후 의사국가고

시에 싣기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공표되었냐 이러한 의사

설기시혐의 도임은 명가 영역융 다양화하고 의사의 질융 향상시

키여 의대교육과정에서 잉상설습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시장 개빙빼 따른 대비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시원 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시행

될 싣기시혐은 총 12개 문항으로 표준화 환자플 활용한 CPX 문
항 6문제와 수기 명가。SCE 문항 6문제로 구성이 되며，상황

지칩을 숙지하는 l분 ‘효준화 환자 진료 문제에 10분 사이시험

에 5분，그리고 수기 명가 문제에 5분 퉁 한 수험생 당 총 1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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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된다 시험 문항은 이미 수기 문항 40개와 진료수행 문항

567H를 공지한 바 있으나，일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항목에 대

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일부 항목이 제외될 전망이다

시혐의 펑가는 OSCE의 정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로 평7f;<f
를 구성하고，논란이 있던 CPX의 경우 표준화 환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흔 시혐의 질 관리를 위해 스테이션의 전

과정을녹화하게된다

표준화 환자 문항의 채정 항목은 병력 청취，신처1 진찰 수기

빛 신체 진창 태도，환자 교육，환자의사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

되며，최내 관심의 대상인 환자의사 상호작용의 채점항목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물어 보았다，나의 말을 장 들어 주었다，나의 입

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나와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등의 5개 항목을 공개하

였다 CPX 문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이시험은 가능성이 높은

진단 가설과 진단 계획，치료 계획，환자 교육 계획 등을 기술하

도록할예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준비 중인 상태이지만，이처험 실기
시험이 의사국가고시에 도입됨에 따라 향후 임상 실습 교육의 내

실화를 위해 수기 실습이 강화되고，지속적인 환자 면담 교육이

시행되고， 표준화 환자 실습 교육 기회가 늘어나며， OSCE와
CPX가 학생 평가로서 교과과정 내에 자리 잡게 되는 변화가 현

재 진행 중이다

3.CPX 관련 연구들

의시국가고시에 CPX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지만，초기에 CPX를 시행한 대iRL틀의 경험에서 보여

주듯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연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시험장 복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며，이에 대

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표준화 환자의 연기 차이뿐 아니라 평가

자간 차이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 보완하고，시험장 복제에 따른

성적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디-6)

또한，임상실습 전 학생과 임상실습 후 학생의 OSCE 결과를

분석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7)，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에 수험생틀 사이에 문제정보교환이 일어나고 이는 성적 향

상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므로 문제 은행을 이용하여 여려

가지 대등한 시험문항의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이 고려되

어야한다~)

CPX를 통한 학생 명가 결과가 필기시험 성적과 상판 관계가

있는지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서는 두 성적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학년말 전체 평점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인사，병력 청취，임상 예절↑환자 교육

등은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여 새로운 평가도구로서의 CPX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CPX에는 표준화 환자가 펼수적이고，이런 표준화 환자가 평가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이 경우에 표준화 환자의 평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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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CE에서 교수와 표준화 환자 사이의 점검표 채점은

중등도의 일치도를 보이고 11l，훈련된 교수의 채점을 정당으로 하

여 표준화 환자의 채점 정확도를 평가할 때 86.9점으로 상당한

정확도를 보이며 12)，평균점수가 교수보다 높긴 하지만 신체 진창

과 병력 청취 영역에서 훈련된 표준화 환자의 평가논 교수 평가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3).는 연구 결과들은 표준화 환자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의 근거가 되지만，반면에 병력 청취 영역에

서 교수 평가와 표준화 환자 평가와의 일치도가 낮고 14)，전체 스

테이션의 절반에서 교수 평가와 표준화 환자 평가에 유의한 차이

가 나는 15) 연구 결과들은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혐의 큰
간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걱정하게 만든다

이 밖에도 전문 표준화 환자가 비전문 표준화 환자에 비해

현실감이나 유익함 면에서 학생보다 교수에게 더 높이 평가되

어지고 있으며 16)，재점자의 입실이 OSCE 응시자의 성적에 미

치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채점자가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틀이 더 현실감 있게 느끼고，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17)

CPX의 발전 방항

1 새로운영가로의도입

의학 교육에서의 새로운 평가로서 CPX가 도입되는 。1유와 마

찬가지로 비슷한 경우에 CPX가 도입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회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정의학파，성형외과 등 일부 전문의 시험에서는 CPX를 통한

2，3차 시험을 도입하고 있는데，2005년 성형외과 전문의 2차 시

험에서 10개위 시험방을 운영하여 평가하였고， 1차 성적과의 높

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가 있다 18)

또한，대구카툴릭대학병원에서는 2008년 전공의 선발시험에 3

개 문항의 OSCE를 시행한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19)

2 항후전망

CPX나 OSCE의 필요성이 인정받고，그 적용이 늘어가고 있지

만，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그리고 비용

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일션 의과대학에서 CPX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

다 아직 본격적인 웅직임이 보이지는 않지만，다$받 OSCE나
CPX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1방법의 하나로 웹에 기반을 둔

OSCE 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20)，향후 e-learning과 접목된 형

태로 의학 교육에 도입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연서 의과대학생들의

CPX에 대한 관섬이 집중되고 있으며，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요

구도 높아질 것이다 21) 이에 따라 평가로서만의 도구가 아닌 교

육의 일환으로 CPX가 적용될 것이며，이를 위해 의과대학의 많

은노력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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