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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ater Reliability in a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Using 

Multiple Standardized Patients for the S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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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standardization” of standardized patients (SP)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for a successfu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among SPs who portrayed the same case during a CPX. 

  Methods: The context was a CPX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CPX Seoul-Gyeonggi 

Consortium in K medical school in August 2007. K medical school ran 12 stations consisting 

of duplicated sets of 6 cases. In total, thirty SPs participated with 5 SPs acting each of the 6 

cases. The SPs evaluated the student’s performances in addition to portraying the cases.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was used to compare scores rated by the different SP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case scores and the 4 subcomponent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scores for each case;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SPs; and the covariate was the CPX total score. 

  Results: The Headache and Cough stations showed an acceptable level of reliability. 

Otherwise, Weight Loss and Facial Flushing failed to show consistent scores in all 4 

subcomponents. Diarrhea and Lt. hemiparesis showed partial consistency. In terms of the 

subcomponents, the physical exam scores were most consistent and the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scores were most inconsistent.

  Conclusion: This study tested the level of “standardization” of one set of CPX cases with 

mixed results. The authors hope that our results will contribute to quality assurance of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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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 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과 훈련은 의학교육에

서 요한 교육방법  하나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의과 학에서 교육과 평가에 표 화 환자

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서울-

경기지역에서 8개 의과 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표 화 환자를 이용한 진료수행시험을 실시한 이후 

차 확 되어 재는 참여 학교가 18개 학교로 늘

어났다. 한 각 학교단 에서도 표 화 환자를 이

용한 다양한 교육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CPX 

Seoul-Gyeonggi Consortium, 2007). 표 화 환자를 

활용하면 임상 장의 복잡하고 맥락의존 인 활동

을 실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안 하게 연습할 

수 있고, 학생의 수행에 해 직 인 피드백을  

수 있어 의도한 교육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Solomon & Ferenchick, 2004).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교육과 평가는 높은 비용

과 시간, 복잡한 사 비와 까다로운 실행과정, 그

리고 다수의 인력과 특정한 공간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상 문가와 교육 문

가들이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교육과 평가가 학생

들의 진료능력 수행 향상에 필요한 요한 교육방

법이라는 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는 2010년부터 

의과 학 졸업생들의 임상의사 자격시험에 진료수

행시험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 비를 

하고 있다. 

  사실 졸업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같이 결과의 

요성이 높은 평가에 표 화 환자를 이용하기 해

서는 반드시 여겨 야 할 측정학  논의가 있다. 

표 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는 주로 수행평가의 형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의학교육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교육분야에서 요한 평가방법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평가의 객 성에 

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평가방법이다 (Sung, 

1994).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단에 근거해 피험자의 수

행에 수가 부여된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채 자의 주  편견을 배제하

고 객 성을 유지해야 하는 모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행평가의 신뢰도 확인을 해서는 한 채

자가 다른 채 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수를 주었

는지 혹은 한 채 자가 여러 학생들에 해서 얼마

나 일 성 있게 수를 주었는지를 조사한다. 이 때 

자를 채 자 간 신뢰도라 하며 후자는 채 자 내 

신뢰도라 한다. 한 채 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

한 채 척도와, 충분한 채 자 훈련, 채 자의 피로

가 신뢰도에 나쁜 향을 주지 않도록 평가시간을 

히 안배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Sung, 

1994; Kim & Song, 2001). 이와 같이 신뢰도의 문

제는 수행평가에서 되풀이되어 제기되고, 주의를 요

하는 쟁 사항이다. 

  진료수행시험에서 수험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흥

미로운 행동들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들을 

모두 고려하여 타당한 평가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lomon et al., 2000). 

한 표 화 환자와 학생의사와의 면이 평가과정

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평

가의 객 성을 하시킬 수 있는 잠재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며, 더구나 상호작용의 한 주체인 표

화 환자가 채 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신뢰도에 다

시 한 번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료수행시험은 일반 인 수행평가보다 평가의 신

뢰도에 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하

고 있는 것이다. 

  재 컨소시엄에서 주 하는 진료수행시험은 다

수의 학생들을 제한된 시간에 평가하기 해서 사

례를 복제해서 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 화 환

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하여 같은 사례를 여러 표

화 환자가 나 어 연기하고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때 표 화 환자들이 한 훈련을 받았고, 

평가기 을 충분히 이해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

면 학생들의 능력차를 통제하고 수를 비교했을 

때 각 표 화 환자가 평가한 학생그룹의 수 간에

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한 사람의 표 화 환자의 

수가 다른 표 화 환자의 것과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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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보 다면 이는 이 연기자가 사례 재

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했거나, 평가기 을 다르게 

해석했거나 혹은 공정하지 않게 평가를 했을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명제에 근거하여 

재 진료수행시험의 연기와 채 의 일 성을 검사

해 볼 수 있다. 검사결과, 학생의 능력차가 아닌 표

화 환자의 연기나 평가에 의해 유발된 수의 편

차의 폭이 크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수 

있는 불공정한 평가로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Boulet et al., 2003).

  이 연구는 표 화 환자의 연기와 평가의 신뢰도 

수 을 검증하기 하여 일개 의과 학에서 실시한 

진료수행시험의 수를 분석하 다. 동일한 사례를 

다수의 표 화 환자가 연기하고 학생을 평가한 상

황에서 각 표 화 환자가 면하고 채 한 학생들

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같은 사례에 참여한 표

화 환자들이 산출한 평가 수 간에 편차가 있는지 

조사하 다. 이론 으로, 측정된 수는 학생의 능

력 차이와 측정오차를 포함한다. 이 에서 학생의 

능력차를 조정하여 일정하게 해 주면 측정오차만이 

남게 되는데 이 오차의 크기를 추리통계의 방법에 

의해 추정하여 표 화 환자 간의 편차가 통계 으

로 유의한지 여부를 단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차

를 통제하기 해서 학생의 진료수행능력을 반 하

는 진료수행시험의 체 수를 계변수로 사용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통제했을 때 동일한 사례

를 연기하고 학생을 평가한 다수의 표 화 환자들

은 일 된 평가결과를 산출했는가?  

 

상  방법

가. 연구의 맥락

  이 연구는 2007년 8월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 

주  하에 K 의과 학에서 시행한 진료수행시험결

과를 분석하 다. K 학은 진료수행시험을 해 컨

소시엄에서 개발한 사례  6개를 선정하고, 이를 

복제하여 12개 스테이션을 운 하 다. 선정된 6개 

사례는 각각 복통, 설사, 체 감소, 안면홍조, 좌반

신마비, 기침을 주증상으로 개발되었다. 평가는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마다 5명의 표 화 환자

가 동원되어 모두 30명의 표 화 환자가 평가에 참

여하 다. 모든 표 화 환자들은 컨소시엄의 선발 

 훈련과정을 거쳐 검증된 자들이다. 평가 상은 

의학과 4학년 학생 125명이었다.

  학생들은 평가 시작  1분 동안 방 앞에서 비

된 상황소개  지침을 읽고, 입실하여 12분간 평가

에 임하 다. 진료수행평가 후 퇴실하여 5분간 사이

시험을 보고, 다음 방으로 이동하 다. 표 화 환자

들은 학생들이 사이시험을 보는 5분 동안 학생평가

지를 기록하 다. 한 스테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은 

18분이며, 4개 스테이션 진행 후 표 화 환자의 휴

식을 해 10분의 시간이 주어졌고, 6개 스테이션을 

모두 마친 후에는 20분 동안 학생들은 피드백 회합

을 갖고, 운 원들은 표 화 환자 교체 등 진행을 

한 비를 하 다.  

나.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학생의 진료수행능력을 항

목별로 측정하기 해 개발된 사례별 학생평가표이

다. 평가표의 기록은 학생의사를 면한 표 화 환

자가 맡았으며, 표 화 환자들은 사 에 사례 재

에 필요한 연기뿐 아니라 평가방법과 규칙에 해

서도 훈련 받았다. 

  학생평가표는 병력, 신체진찰, 임상 , 환자-의

사 계 등 4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서 

병력과 신체진찰은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항들

로 이루어져 있어, 문항수와 체 평가표에서의 비

도 다르다. 임상 과 환자-의사 계 역은 모

든 사례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

다. 사례별 문항수와 비 은 Table I에 제시하 다. 

각 역에 포함된 문항들은 평가방법이 달라 병력

은 ‘ / 아니오’로 수행여부를 기록하고, 신체진찰

은 ‘제 로 했음 / 제 로 못했음 / 하지 않았음’으로 

구분하여 수행의 수 에 따라 부분 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임상  문항은 ‘ / 아니오 / 해당 없

음’으로 구분하여 문항이 지시하는 수행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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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Four Subcomponents in Each Case

                 Total Score HT* PE† CC‡ PPI§ GR∥ IPG¶

Headache 31 12 (39%)  6 (19%) 4 (13%) 7 (23%)

1 (3%) 1 (3%)

Diarrhea 32 10 (31%)  9 (28%) 4 (13%) 7 (22%)

Weight Loss 31 16 (52%) 2 (6%) 4 (13%) 7 (23%)

Facial Flushing 28 12 (43%)  3 (11%) 4 (14%) 7 (25%)

Lt. Hemiparesis 30  6 (20%) 11 (37%) 4 (13%) 7 (23%)

Cough 31 14 (45%)  4 (13%) 4 (13%) 7 (23%)

*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Global rating, ¶Initial patient greeting

기에 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 다. 마

지막으로 환자-의사 계는 ‘최우수 / 아주 잘함 / 잘

함 / 개선요망 / 최 수 / 수 미달’ 등 6  척도로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

  학생평가표에는 4개의 하 역 이외에도 반

인 수행수 을 평가하는 (global rating) 문항과 자기

소개  인사를 평가하는 문항이 있는데 이들의 결

과도 총  산출에 포함된다.

다. 분석방법 

  동일한 사례를 연기한 5명의 표 화 환자들이 산

출한 평가 수 간 일치도를 검증하기 하여 학생

들의 진료수행시험 체성 을 계변수 (covariate)

로 두어 공분산 분석하 다. 공분산 분석은 종속변

수에 향을 주는 외부요인을 통계 으로 통제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표 화 환

자를 면한 학생들의 수차를 검증하되, 개인의 

능력차를 통제하고 남은 수의 분산만을 분석함으

로써 진료수행시험에서 표 화 환자가 유발한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다. 분산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는 

표 화 환자에 기인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연기와 평가가 표 화되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반 의 경우는 표 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료수행평가의 사례 수

(case score)와 4개 역 수 (subcomponent score)이

고, 독립변수는 같은 사례를 연기한 각기 다른 표

화 환자이다. 학생들의 능력차를 통제하기 한 계

변수는 6개 사례 수의 합으로 산출된 진료수행평

가의 총 (CPX total score)이다. 통계분석은 SPSS 

12.0를 활용하 고, 유의도 수 은 .01로 하 다. 

결    과

가. 각 사례 수의 표 화 환자 간 일치도 분석결과

  각 사례에서 5명의 표 화 환자가 평가한 사례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II와 같다. 표 화 환

자가 산출한 수들을 일원분산 분석한 결과 6개 사

례 모두에서 표 화 환자들의 수가 일치하지 않

았다 (두통 F=5.10, p<.01; 설사 F=5.62, p<.01; 체

감소 F=12.68, p<.01; 안면홍조 F=14.43, p<.01; 

좌반신마비 F=6.82, p<.01; 기침 F=4.66, p<.01). 그

러나 일원분산분석만으로는 학생들의 능력차가 유

발한 수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 학생의 

CPX 성 을 계변수로 두고 공분산 분석을 실시

하 다. 

  공분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 사례 모두 공분

산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두통 F=70.58, p<.01; 설

사 F=61.49, p<.01; 체 감소 F=41.99, p<.01; 안면

홍조 F=80.16, p<.01; 좌반신마비 F=76.45, p<.01; 

기침 F=125.37, p<.01). 채 자 간 평가결과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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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Results for Case Scores

M (SE)

Variable 1st SP 2nd SP 3rd SP 4th SP 5th SP F

Headache 14.14(2.54)  11.65(3.43) 12.80(3.16) 11.02(2.55) 13.26(2.82)  5.10* 

Diarrhea  8.02(2.49)  9.56(2.61) 10.21(2.68)  9.88(1.88)  7.93(2.24)  5.62* 

Weight loss 15.05(2.45) 11.57(2.16) 13.72(3.57) 13.88(1.89) 17.23(2.45) 12.68* 

Facial flushing 14.74(3.12) 15.44(3.06) 16.66(2.94) 20.32(3.73) 15.36(2.78) 14.43* 

Lt. Hemiparesis 16.64(3.06) 18.69(3.80) 13.47(2.34) 15.59(2.57) 16.78(3.77)  6.82* 

Cough 18.18(2.56) 14.89(2.48) 15.59(2.81) 16.35(2.96) 15.70(2.51)  4.66* 

* p<.01

Table III. Analysis of Covariance for Case Scores

Headache Diarrhea Weight Loss

    Source df MS F MS F MS F

CPX Total Score   1 356.00 70.58* 219.50 61.49* 223.92 41.99* 

SP   4   6.72 1.33  33.21  9.30*  54.39 10.20* 

Residual 119   5.04   3.57   5.33 

Total 124 　 　 　

Facial flushing Lt. hemiparesis Cough

    Source df MS F MS F MS F

CPX Total Score   1 499.87 80.16* 502.17 76.45* 423.97 125.37*

SP   4  72.83 11.68*  12.22 1.86  10.40  3.08

Residual 119   6.24   6.57   3.38

Total 124 

* p<.01

를 검증한 결과 두통 (F=1.33, p>.01) 좌반신마비

(F= 1.86, p>.01) 그리고 기침 (F=3.08, p>.01) 등 3

개 사례에서 일치하 다 (Table III).

나. 4개 역 수의 표 화 환자 간 일치도 분석결과 

  각 사례 수는 주로 4개의 역 수에 의해 결정

된다 (Table I). 각 사례 수를 역별 수로 해체

하여 표 화 환자 간 일치도를 검증함으로써 채

자 간 신뢰도를 보다 세분하여 조사하 다. 각 사례

에서 표 화 환자가 산출한 역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IV와 같다.

  학생들의 CPX 성 을 계변수로 두고 역 수

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두통의 임상 , 체 감소의 

신체진찰과 임상 , 그리고 안면홍조의 임상  

역에서만 공분산의 효과가 없었으며, 나머지 사례 

 역에서는 공분산 분석이 타당하 다 (Tab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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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Results for Scores of Subcomponents

Variable
Headache

F
SP1 SP2 SP3 SP4 SP5

HT
† 5.10(1.63) 4.27(1.90) 4.70(2.29) 4.50(1.84) 4.47(1.88) 0.64

PE‡ 1.59(1.08) 1.23(0.61) 1.33(0.75) 0.70(0.53) 1.24(0.81)  4.56*

CC
§ 2.48(0.69) 1.73(0.90) 2.65(0.88) 1.89(0.96) 2.71(0.76)  6.17*

PPI
∥ 4.37(0.72) 3.84(1.04) 3.69(1.03) 3.46(0.99) 4.22(0.74)  5.17*

Variable
Diarrhea

F
SP6 SP7 SP8 SP9 SP10

HT 3.27(1.38) 4.45(1.57) 4.94(1.30) 4.34(1.43) 3.14(1.38)  7.50*

PE 2.08(1.24) 2.36(0.71) 2.44(1.26) 2.43(1.11) 2.00(1.19) 0.86

CC 2.06(1.03) 2.18(0.87) 2.22(1.22) 2.60(0.55) 2.25(0.89) 1.64

PPI 4.07(0.86) 3.69(0.53) 4.17(0.48) 3.62(0.47) 3.86(0.70) 3.18

Variable
Weight loss

F
SP11 SP12 SP13 SP14 SP15

HT 6.93(1.92) 4.61(1.88) 6.36(2.00) 5.26(1.68) 8.35(1.97) 12.58*

PE 0.45(0.67) 0.00(0.00) 0.38(0.64) 0.43(0.59) 0.39(0.62) 1.96

CC 3.29(0.98) 3.06(1.06) 2.39(1.69) 3.65(0.71) 3.70(0.56)  6.24*

PPI 3.88(0.28) 3.40(0.79) 4.01(0.82) 3.96(0.36) 4.23(0.72)  4.56*

Variable
Facial flushing

F
SP16 SP17 SP18 SP19 SP20

HT 4.24(1.64) 4.69(1.99) 5.21(1.59) 7.12(2.04) 4.50(1.57)  12.40*

PE 2.71(1.14) 3.25(1.22) 3.26(1.25) 4.63(1.60) 2.79(1.23) 10.02

CC 2.83(1.07) 2.69(1.01) 2.88(1.01) 2.68(1.07) 2.67(1.15)   0.24*

PPI 4.35(0.64) 4.30(0.28) 4.71(0.48) 5.12(0.39) 4.72(0.96)  10.35*

Variable
Lt. hemiparesis

F
SP21 SP22 SP23 SP24 SP25

HT 3.06(1.16) 5.03(0.72) 2.55(1.04) 2.86(1.19) 3.30(1.23) 23.48*

PE 6.58(2.00) 6.79(2.39) 4.73(1.44) 5.83(1.82) 5.52(1.70) 3.39

CC 2.61(0.70) 2.53(1.05) 1.73(0.79) 2.09(0.51) 3.11(0.93)  8.31*

PPI 3.80(0.31) 3.82(0.56) 3.89(0.80) 4.23(0.53) 4.26(0.63)  4.34*

Variable
Cough

F
SP26 SP27 SP28 SP29 SP30

HT 7.94(2.11) 6.12(1.69) 6.60(1.10) 6.82(1.94) 7.15(1.71) 3.52

PE 1.50(0.59) 0.89(0.57) 1.20(0.91) 1.50(0.81) 1.15(0.79) 3.85

CC 2.71(0.59) 2.52(0.71) 2.77(0.94) 2.82(0.40) 2.32(0.77) 2.51

PPI 5.27(0.48) 4.72(0.65) 4.41(1.00) 4.60(0.36) 4.45(0.45) 1.90

* p<.01,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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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Analysis of Covariance for Scores of Subcomponents

　 　 Headache_HT† Headache_PE‡ Headache_CC§ Headache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93.04 32.55* 6.19 10.28* 0.38 0.56 24.18 41.63* 

SP   4  3.42 1.20 1.64  2.72 3.47  5.04*  0.64 1.10 

Residual 119  2.86 0.60 0.69  0.58 

Total 124 　 　 　 　

　 　 Diarrhea_HT Diarrhea_PE Diarrhea_ CC　 Diarrhea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33.73 19.89* 22.71 19.39* 10.73 14.59* 12.82 39.90* 

SP   4 15.06  8.88*  1.84 1.57  1.01 1.37  2.48  7.71* 

Residual 119  1.70  1.17  0.74  0.32 

Total 124 　 　 　 　

　 　 Weight loss_HT Weight loss_PE Weight loss_CC Weight loss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89.61 30.84* 0.02 0.05 1.64 1.28 13.74 47.29* 

SP   4 33.08 11.38* 0.67 1.93 6.41  4.98*  1.72  5.92* 

Residual 119  2.91 0.35 1.29  0.29 

Total 124 　 　 　 　

　 　 Facial flushing_HT Facial flushing_PE Facial flushing_CC Facial flushing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106.43 45.82* 63.36 50.98* 0.55 0.49 7.94 34.63* 

SP   4  20.13  8.67*  7.70  6.20* 0.36 0.32 2.00  8.72* 

Residual 119  2.32  1.24 1.12 0.23 

Total 124 　 　 　 　

　 　 Lt. Hemiparesis_HT Lt. Hemiparesis_PE Lt. Hemiparesis_CC Lt. Hemiparesis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26.37 27.97* 107.98 35.99* 8.62 13.92* 9.82 41.51* 

SP   4 13.21 14.01*   6.88 2.29 4.38  7.07* 2.40 10.16* 

Residual 119  0.94   3.00 0.62 0.24 

Total 124 　 　 　 　

　 　 Cough_HT Cough_PE Cough_CC Cough_PPI

 Source df MS F MS F MS F MS F

CPX Total   1 101.64 52.61* 11.39 24.39* 5.51 10.47* 15.79 49.32* 

SP   4   1.89 0.98  0.54 1.17 1.34 2.55  2.22  6.95* 

Residual 119   1.93  0.47 0.53  0.32 

Total 124 　 　 　 　

* p<.01,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 Clinical courtesy,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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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Inter-Rater Consistency of Subcomponent Scores and Case Scores of 6 cases

HT* PE† CC‡ PPI§ Case Score

Headache ○ ○ NA∥ ○ ○

Diarrhea X ○ ○ X X

Weight loss X NA NA X X

Facial flushing X X NA X X

Lt. Hemiparesis X ○ X X ○

Cough ○ ○ ○ X ○

*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공분산 분석을 이용한 역 수 일치도 검증결과에 

따르면 두통은 병력 (F=32.55, p>.01), 신체진찰 (F=

10.28, p>.01), 환자-의사 계 (F=41.63, p>.01)에서 

표 화 환자들의 수가 일치하 으며, 설사는 신체

진찰 (F=1.57, p>.01)과 임상 (F=1.37, p>.01) 

수가 일치하 다. 체 감소와 안면홍조는 모든 역

에서 표 화 환자들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좌

반신마비는 신체진찰 (F=2.29, p>.01) 수만이 일치

하 으며, 기침은 병력 (F=0.98, p>.01), 신체진찰

(F=1.17, p>.01) 그리고 임상 (F=2.55, p>.01) 

수가 일치하 다 (Table V). 

  6개 사례의 4개 역 수와 사례 수의 일치도 

여부를 Table VI에 한꺼번에 제시하 다. 역 수 

에서 임상 의 3개 수와 신체진찰의 2개 

수는 공분산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일치도 여부

를 단할 수 없었으며, 두통과 기침은 사례 수와 

역 수에서 고른 일치도를 보 고, 체 감소와 안

면홍조는 반 으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고    찰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 화 환자의 채 자간 신뢰

도가 확보된 사례는 6개 사례  두통과 기침에 불

과하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 자 간 일치도를 

검증한 여러 연구에서 비교  높은 일치율을 보고

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Neiman et al., 

1988; Tamblyn et al., 1991; Martin et al., 1996; 

Wang et al., 1996; de Champlain et al., 1997). 각 

사례의 역별 분석을 살펴보면 두통을 연기한 표

화 환자들의 연기와 평가가 가장 안정 으로 ‘표

화’되었으며, 기침을 연기한 표 화 환자들도 환

자-의사 계를 제외하면 한 표 화 수 에 도

달하 다. 반면, 체 감소와 안면홍조를 연기한 표

화 환자들은 일치도를 확보한 역이  없어 

표 화에 실패하 다. 설사와 좌반신마비는 역에 

따라 부분 인 일치도를 보 다. 

  이 에서 좌반신마비는 역 수와 사례 수의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해석에 주

의를 요한다. 역 수  신체진찰에서만 채 자 

간 결과가 일치하고, 나머지 3개 역에서는 일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수에서는 채 자 

간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을 참조

해 보면 좌반신마비는 체 30 문항  신체진찰이 

11문항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역에 비

해 신체진찰의 비 이 높은 편이다. 신체진찰은 이 

사례의 요한 역이며 이에 한 표 화 환자의 

훈련과 평가표 개발이 보다 신 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 수와 사례

수에서의 상반된 결과는 잘 개발되고 비된 하

나의 심 역이 체 결과에 강력하게 향을 주

어 사례 수의 일치도를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례 수의 일치도 여부와 상 없이 설사와 좌반

신마비는 역에 따라 부분 인 불일치를 보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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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이러한 사례에 해서는 표 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정하고, 한 기 에 도달하지 못

한 역에 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야만 사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체 감소와 안면홍조의 

체 역과 설사와 좌반신마비의 병력, 임상 , 환

자-의사 계 련 부분의 시나리오와 표 화 환자 

훈련지침을 내용 문가가 다시 검토하고, 환자역할

을 연기한 연기자와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

을 수렴하며, 사례를 재 한 표 화 환자들의 실제 

학생 면 장면을 분석하여 각 역의 표 화를 방

해한 요소를 찾아내는 후속작업을 제언한다. 한 

분석자료의 범 를 넓  동일한 사례와 연기자를 

활용하여 진료수행시험을 실시한 다른 학들의 평

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6개 사례와 표 화 환자의 

신뢰도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후속

연구도 함께 제언한다. 

  진료수행시험은 병력, 신체진찰, 임상 , 환자-

의사 계 증 4개 역을 주축으로 평가한다. 연구결

과를 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신체진찰은 4개 

사례에서 채 자간 수가 일치했으나 병력은 2개 

사례에서, 환자-의사 계는 단지 1개 사례에서만 채

자 간 수가 일치하 다. 신체진찰이 병력보다 

더 많은 사례에서 일치도를 보인 결과는 선행연구

와 같다. Heine et al. (2003)는 신체진찰에서 96%, 

병력청취에서 94%의 일치도를 보고하면서 표 화 

환자가 학생의 신체진찰 행 의 정확성에 해서 

단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청취보다 

높은 일치도를 보인 이유는 신체진찰이 더 기억하

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연구자가 실제 표

화 환자 훈련에 참석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표

화 환자들은 학생의 수행여부를 기록하는 신체진찰

보다는 병력이나 환자-의사 계에서 학생의사의 말

과 행동에 한 해석의 범 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지에 한 질문과 논의를 더 많이 하 다. 이 연구

에서 신체진찰 수가 병력이나 환자-의사 계 

수보다 많은 일치한 것은 신체진찰이 더 기억하기 

쉽고, 주  해석의 여지가 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환자-의사 계 수의 낮은 일치도에 해서는 

Pangaro et al. (1997)도 의사소통 역의 수가 다

른 역에 비해 일치도가 떨어지는 연구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환자-의사 계는 의사소통  인

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병력

청취보다 더 주 성이 개입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사 계 문항들은 모든 사례에 공통

문항으로 사용되며, 진료수행시험뿐 아니라 향후 우

리나라 환자-의사 계 교육훈련의 기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가문항에 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임상 에 해서는 면 인 논의가 필요하다. 

6개 사례  3개 사례에서 공분산 분석이 하지 

않았고, 1개 사례는 평가자 간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공분산 분석이 하지 않다는 것은 계

변수인 체 진료수행 수와 종속변수인 해당 사례

의 임상  수 간 상 이 없어 공분산 분석이 무

의미함을 나타낸다. 즉, 임상  역의 문항들이 

학생들의 진료수행능력과 상 이 없는 다른 능력을 

측정하고 있거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

음을 암시한다. 임상 은 모든 사례에 동일한 문

항이 용되며 신체진찰을 할 때의 을 평가한

다. 문항의 내용은 1) 손 씻기 2) 환자의 신체를 

히 가려주기 3) 미리 신체검진에 해 설명하기 

4) 진찰에 한 불편여부에 해 질문하기 등이다. 

이 문항들은 신체진찰에서의 수험자의 행동과 수

와 련성이 매우 크다. 신체진찰이 필요 없는 사례

이거나 수험자가 임의로 신체진찰을 하지 않을 때 

임상  역의 채 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항의 내재 인 모순 때문에 각 문항은 했음 / 안했

음 이외에 ‘해당 없음’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없음’ 항목은 표 화 환자의 단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수산출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체 수 산출을 해서는 ‘해당 없음’ 항목에 수

를 배정하는 것이 합한가 아닌가에 한 단이 

필요한데 이에 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를 

들어 필요한 신체진찰을 하지 않은 수험자가 있다

고 가정할 때, ‘해당 없음’을 0 으로 처리한다면 임

상  문항은 신체진찰에서의 실수를 배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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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이 될 수 있다. 반 로 수를 다면 마땅히 

평가를 해야 하는 능력에 해서 단을 유보하고 

무조건 기본 수를 주는 무의미한 문항이 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없음’을 ‘했음’과 같은 

수를 주어 합산하 다. 임상  문항이 가지고 있

는 문제 은 연구결과 3개 사례의 임상  수에 

해 공분산 분석이 부 하다는 통계  표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논의가 요망된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동일한 사례를 한 사람 이

상의 표 화 환자가 재 해야 하는 평가의 특수상

황을 이용하여 진료수행시험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 화’를 검증하기 해 채택되었다. 표 화 환자

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진료수행시험은 각 학

생들에게 제시되는 표 화된 자극과 상황이 평가의 

신뢰도에 막 한 향을 미치는 평가이다. 이 표

화를 해서 여러 내용 문가와 평가 문가들이 사

례와 평가표를 여러 번 검사하고 확인하지만 실제

로 어떤 수 까지 표 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

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례에 따라, 

표 화 환자에 따라, 그리고 평가받는 학생에 따라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변하는 평가 상황에서 무

엇을 기 으로 수를 비교하여 최소한의 일 성을 

검증해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가 동일할 때 학생들의 능력수 을 통제한 후, 

다수의 표 화 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의 

분산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Boulet et al., 

2003).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변량분석은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과정을 거쳐 결과를 낼 수 있다. 

물론 평가의 오차요인을 탐색하여 그 향력과 이

들 간의 상호 계를 밝히는 다른 분석방법이 많이 

있지만 복잡한 차와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는 방

법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표 화 환자의 표 화 수 을 검증하는 데 

을 두고 각 수행평가 사후에 간단한 분석작업

을 통해 사례의 재사용 여부나 수정해야 할 역에 

한 즉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

료수행시험의 질 리에 도움을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이 연구는 각 사례  역에 한 표 화 환자 

간 평가결과 일치도 여부를 검정하 다. 그러나 연

구가 심을 두고 있는 표 화 연기자가 유발하는 

오차의 이면에는 정확하지 않은 평가표, 연기자의 

사례재 의 오류, 채 자의 평가표 이해 부족, 혹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는 구체 인 오차요

인을 지 하지 못하 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할 요한 사항이다. 구

체 인 오차의 소재를 밝히기 해서는 표 화 환

자와 학생의사의 면 장면을 분석하고, 표 화 환

자의 행동과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질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잠재 인 오차요인들이 

밝 진다면 오차요인들을 체계 으로 배열한 

한 평가 상황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해 일반화가

능도 이론 (generalizability theory)을 용함으로써 

각 오차요인의 향력과 최선의 평가 상황을 구성

하는 세부 요소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진료수행평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일개 의

과 학에서 시행한 진료수행시험만을 분석한 결과

이므로 일반화해서 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도 

연구의 한계로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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