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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과 학의 공통 교육목표는 졸업생들이 의학교

육을 마친 후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최근 의학교육의 추세는 

능력 (competency)바탕 교과과정과 평가 방법을 강

조하고 있다 (Small et al, 1993). 능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객 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이다. Harden 

등이 1975년 처음으로 지식, 태도, 수기 등을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의 형태로 소개한 이후 

OSCE는 의학교육에서 평가와 교육 방법으로서 발

해왔다 (Harden et al, 1975). LCME (Liaison Com-

mittee on Medical Education)의 2002～2003 미국 의

 교과과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체 126개 의  

 77%가 임상의학입문과정  병력청취와 신체진

찰 교육에서, 55%는 3, 4학년 최종임상종합시험의 

형태로 OSCE / SP (Standardized patient)를 한 번 이

상 시행하고 있다 (Barzansky & Etzel, 2003). 필수 

임상 실습 교육 과정 에 OSCE/SP의 활용정도는 

교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 신경과의 순으로 높았다. 임상종합시

험에서 스테이션의 수는 5개부터 15개 이상까지 다

양하 고 측정 역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정보통

합, 의사소통능력 등의 네 역에서 모두 90% 이상

으로 일정하게 높은 사용빈도를 보 다. 우리나라 

의 의 OSCE이용 실태에 한 정확한 보고는 아직 

없지만 1994년 서울의 에서 OSCE를 실시한 이래

(안효섭, 1995) 새로운 임상수행평가방법으로 많은 

의과 학이 이미 OSCE를 형성평가 혹은 총합사정

으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년간의 비시

험을 가쳐 1994년도부터 OSCE가 의사국가고시에

서 이차실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Reznick et al, 

1993). 평가는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최근 의사국가고시에서 임상실기시험을 도입하려는 

구체 인 계획은 앞으로 OSCE 형태의 시험이 우리

나라에서도 더욱 확 될 망이다 (김병수 등, 2001; 

이 미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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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하고자하는 기능 (skills)을 결정

2. 필요한 스테이션 수를 결정

3. 기능 평가

4. 채  계획 수립

5. 시험 공간 확보

6. 필요 인력 확보: 평가자, 집행요원, 시간 리자, 표 화 환자

7. 시험 당일 배치

8. 결과 검토

Table Ⅰ. 객 구조화진료시험의 개발 단계

혈당측정 및 인슐린 피하주사

혈압측정

창상봉합

기도삽관

기침환아 보호자 병력청취

자궁출혈환자 병력청취

부인과 내진

문제

문제

정신과 환자 비디오 시청

말초혈액채취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혈당측정 및 인슐린 피하주사

혈압측정

창상봉합

기도삽관

기침환아 보호자 병력청취

자궁출혈환자 병력청취

부인과 내진

문제

문제

정신과 환자 비디오 시청

말초혈액채취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평가자의 관찰 및 평가

Fig. 1. 여덟 개 방으로 이루어진 객 구조화진료시험 

구성

  이에 자는 OSCE의 개념, 운  략, 신뢰도, 타

당도, 수 기  설정을 심으로 OSCE의 임상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검해 보고 아울러 OSCE의 

제한 을 지 하고자 한다.

가. OSCE의 개념

  OSCE는 임상능력평가시험의 한 형태로 수험생

이 여러 개의 5～10분 단  스테이션을 돌면서 각 

스테이션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수기 혹은 일련의 

수기들을 수행하고, 1～2명의 평가자는 미리 정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객 으로 채 을 하는 실기시

험이다 (Harden et al, 1975; Newble, 2004). Fig. 1은 

8개 방으로 구성된 OSCE의 한 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 인 OSCE의 유형과 조  다른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겨났다. 를 들면 스테이션 당 

시간을 더 늘리거나 모의환자가 직  채 을 하기

도 한다. 선다형 문제나 지필고사를 OSCE에 삽입

하는 것도  다른 변형이다 (Williams et al, 1999).

  OSCE는 통 인 임상 평가방법인 구술고사나 

실제 환자를 통한 평가자 찰시험과는 달리 채  

기 으로 구체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평가자

별 차이를 없애고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강

이 있다 (Harden et al, 1975).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상 답은 시험 시행 에 미리 비해야 하고 

이는 가장 최소 단 의 하 기능 (subskills)인 문항

(items)으로 나뉘어야 한다. 각각의 문항은 요도에 

따라 가 치를 둘 수도 있다. 문항은 그 속성을 측

정 역 (domain)과 기능 (skills)으로 분류하여 행렬

표 (matrix)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를 들면 응 질

환의 의사소통기술을 측정하는 어떤 한 문항을 행

렬표에 넣어 보면 어느 분야를 측정하고자 하는지 

다른 문항과 더불어 체 시험 내용의 균형을 검 

해 볼 수 있다.

  OSCE는 원칙 로 제 로 시행하면 학생의 수행

능력 정도와 실습교육의 질을 알 수 있게 해 다

(Sloan et al, 1995). OSCE 결과에 한 피드백은 스

테이션이 끝난 직후 요한  한 두 가지를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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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고  진찰의 시험 문항 안( )

수험생에게 지시사항: 환자의 왼쪽 고 을 진찰하고 소견을 말하시오.

비 사항: 표 화환자

                     평가표 안

정확한 수기                          수

 1. 피부주름의 칭성                 1

 2. 다리를 잡는 손의 자세            1

 3. 고  외                      1

 4. 후방 탈구 시도                    1

 5. 진단: 고  탈구                 1

Table Ⅲ. 의과 학 4학년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한 OSCE의 시험 역  능력군

  역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검사 요구, 수기

심 계 / 호흡기 X X X

이비인후과 X

산부인과 X

정신건강 X

비뇨기계 X

근골격계 X

소화기계 X

액종양계 X

신경계 X

가 즉각 으로 학생에게 피드백해 주거나 나 에 

성취도를 서면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스테이션 

수가 고 OSCE를 교육 인 목 으로 활용할 때는 

표  모델을 담은 비디오를 통해 학생에게 스테이

션이 끝난 후 바로 피드백을  수 있다. OSCE 성

 자체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실습교육과정의 교

육성과로 바로 피드백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에

서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보고 실습교육을 질을 개

선할 수 있다.

나. OSCE 운

  OSCE를 임상 으로 어떻게 운 하는가는 학생 

수, 지원의 정도,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Selby et al, 1995; Smee, 2003). 지 부터는 OSCE

를 임상실습교육에서 평가 목 으로 운 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자 한다 (Tervo et al, 1997). Table Ⅰ은 OSCE의 개

발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1) OSCE는 미리 측정하고자했던 문제를 출제해

야 한다.

  임상실습 교과과정 혹은 과목별 학습목표를 기

으로 요한 것을 골라 시험 문항으로 선정해야 한다. 

졸업  임상종합시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OSCE는 

일차의료를 수행하는데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임상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어느 한 교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과목을 종합하는 임상술기와 임무수행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Table Ⅱ는 OSCE시험의 한 

스테이션의 시험 문항을 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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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Ⅳ. OSCE의 문제 스테이션 

A. 수기 스테이션: 복통

  찰자 없음

  병력과 신체 진찰 소견이 힌 종이

  수험생에게 지시한 사항: 앞의 스테이션에서 본 환자의 병력  신체 진찰 소견에서 빠진 

것을 모두 나열하시오.

B: 수기 스테이션: 요검사

  두 개의 완충 용액이 있음 - 하나는 액이 섞여 있고, 하나는 포도당과 단백질이 섞여 있음. 

  장갑, 휴지통, 요검사 시험지가 있음

  평가자 유의 사항: 학생에게 수기를 시행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와 이상 소견

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하시오.

  수험생 유의 사항: 이 두 가지 소변 검체를 검사해 보시오.

                                                                         수

  반 인 과정: 장갑을 끼고 사용한 뇨검사 시험지와 장갑을 제 로 버림  2, 1, 0

  소변을 으로 찰                                                      1

  요검사 시험지를 꺼낸 후 마개를 꽉 닫음                                   1

  요검사 시험지를 제 로 사용. 독 방향, 시간이 .                   2, 1, 0

  피, 당, 단백질의 존재 유무를 바르게 해석.                           3

2) OSCE는 학습 성취도의 수 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시험의 타당도를 유지하려면 교육과 평가가 학습

자 수 과 일치해야 한다 (Wilkes & Bligh, 1999). 

를 들어 임상종합시험에서는 병력청취, 진찰능력, 

자료해석, 문제해결능력, 응 질환처치능력, 면담 

 의사소통기술 등 역별로 의과 학 3～4학년에

서 교육했던 능력군이 OSCE 내용에 골고루 포함되

어야 한다. 이 밖에도 OSCE는 학생의 의사로서 태

도와 윤리  자세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이

션의 난이도는 수험생의 수 에 따라 하게 조

정되어야 한다.

3) OSCE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청사진 (test 

blueprint) 만들어 보아야 한다.

  시험 청사진은 시험 역 (content)을 제시하며 시

험의 심도와 포 성을 한 에 알아 볼 수 있게 한

다. Table Ⅲ은 학습목표에 근거한 시험 청사진의 

한 를 보여주고 있다.

4) 시험 계획

  a. 시험의 목

  OSCE 목 이 형성평가인가 총합평가인가에 따

라 시험의 구성이 달라진다. 형성 평가인 경우 각 

스테이션별로 구조화된 평가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평가자가 학생 능력을 평가한다. 각 스테이션

의 학생 임무가 끝나면 평가교수는 학생의 평가표

를 검토해보고 이상 인 수 은 어느 정도여야 하

는 지를 학생에게 조언 해 다. 체 수는 교육자

에게 다음 OSCE에서 어느 역에 치 할 것인지와 

어떤 스테이션을  출제하고 어떤 스테이션은 새

로 만들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기  자료를 제

공한다. 반면 총합평가에서는 즉각 인 피드백 보다

는 학생의 수행능력의 당락 정과 로그램의 질에 

한 평가가 주목 이 된다.

  b. 시험 스테이션의 난이도

  시험 결과 정 기 은 시험 시행 에 어떤 수

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미리 결정해 놓는 거기

방법 (criterion-referenced)과 시험 성 의 분포에 

따라서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규 기 방법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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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으로 나  수 있다. 학생들의 상득  

수 에 따라 스테이션별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를 

들어 의과 학 2학년 진단학에서 시험 문항은 신체

진찰에서 필요한 최소 요구 능력군을 주로 하며, 

의과 학 3학년 실습 후 OSCE에서는 주요 핵심과

목의 실습을 마친 학생들이 보여 주어야 할 필수 수

행능력을 심으로 시험문항을 구성한다. 단순암기 

수 을 넘어 실제 임상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 배운 

지식을 응용하게 하거나 규 바탕 수산정 방법을 

용하면 OSCE의 난이도와 변별력이 올라간다.

  c. 수험생 수와 스테이션 수

  몇 명의 학생이 OSCE를 치르는가에 따라 스테이

션 수, 문제 수, 문제 유형, 일정, 복제 수, 시험 장소

가 결정된다. 125명의 학생을 상으로 시행하는 

OSCE의 경우 세군 데로 시험장을 복제하고 시간차

를 두고 2부로 나 어 운 하려면 각 고사장 별로 

21개 스테이션을 마련해야 하며 이  3～4개의 휴

식 스테이션을 두면 한 시험문제 수는 15～17

개 정도가 된다. 일반 으로 OSCE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히 유지하려면 15개 정도 (범 : 10～

20)의 스테이션은 되어야 한다 (Selby et al, 1995). 

스테이션 수가 10개 미만이면 시험의 주제를 충분

히 고를 수가 없고 20개가 넘으면 운 이 힘들고 평

가교수의 수가 많아져 동원이 어려워진다. 필요에 

따라 간에 휴식 스테이션 (rest station)을 둘 수 있

으며, 두 스테이션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시간을 두 

배로 사용하게 해주는 연결스테이션 (link st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시험장을 두개 세트 이상으로 복제

하는 경우에는 표 화 환자의 훈련 뿐 아니라 평가

자의 훈련도 동시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박훈기 등, 1999).

  d. 일정

  공간, 운 요원, 평가자, 시간기록원, 학생 수 등

이 시험 일정을 결정한다. 스테이션별 시간은 3～10

분 범  안에서 합리 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일반

인 교육과정에서 시험이나 심리  측정의 신뢰도는 

0.8을 넘어야 한다. 표 화환자를 이용한 시험의 신

뢰도는 0.41～0.85정도의 범 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체 시험시간이 표 화환자를 이용한 시험의 신

뢰도와 련이 있는데 3～4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제시한 연구가 있다 (Colliver & Williams, 1993). 하

지만 아직까지 OSCE 형식의 시험에서 정확하게 어

느 정도의 스테이션 수와 스테이션당 시간이 

한 지 밝 진 바는 없다.

  OSCE의 시험 시간에는 스테이션 간 이동시간, 

휴식 시간, 수험생의 등록 /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스테이션을 이동하는 시간은 

10～30  정도를 할당하는 것이 좋고 이동시간이 

특히 길어지는 구간은 간에 휴식 스테이션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e. 시험의 비 유지

  OSCE에서 동일한 문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

우 시험성 에 미치는 향을 본 연구에서 어도 1

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문제를 사용했을 때 성

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었다 (Cohen et al, 

1993). OSCE의 문제에 한 학생들 사이의 정보교

환과 이에 따르는 시험성 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Rutala et al, 1991; Colliver et al, 

1991; Vu et al, 1992). 환자의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체크리스트를 모르면 기능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한 정보교환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면 시험 성 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지 아

직 밝 진 바는 없다. OSCE에 한 시험공부는 성

향상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까지 축

된 학업성 이 OSCE와 상 성을 보인다고 알려

져 있다 (Mavis, 2000). OSCE의 문제 내용이 학생실습

교육의 학습목표와 일치한다면 사 실습교육시간은 

OSCE 성 에 큰 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Thomas 

& Shatzer, 2000). 임상의학입문과정에서의 경험 역

시 OSCE 성 과 상 성이 0.2이하로 매우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Jolly et al, 1996). 하지만 외과

역의 수기에 한 경험과 피드백의 양은 OSCE 성

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Chatenay et al, 

1996). 수험생간 문제의 사  유출을 해결하기 해 

OSCE와 슬라이드 시험 혹은 지필고사를 직렬 으

로 연결하여 운 하기도 한다. 남일리노이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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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 50～70%씩 새로운 문제로 바꾸어 임상실

습종합평가로서 표 화환자를 이용한 수행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Vu et al, 1992).

5) OSCE 문제(question)의 유형

  OSCE 문제는 객 인 문항과 구성 인 문항

(constructive items)으로 만들 수 있다. 객 인 문

항은 여러 가지 답가지에서 옳은 것을 고르기, 단답

형 혹은 완성형으로 만들 수 있다. 구성형 문항은 

단답형 / 완성형, 논술형, 문제해결형으로 만들 수 

있다. Table Ⅳ는 객 식과 주 식의 문항의 를 

보여 주고 있다.

6) OSCE 시험 당일

  학생과 평가 교수에게 각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해야 한다. 학생 개인 별로 시험장의 지도를 나 어

주고 스테이션별로 주어진 시간, 메모 기록 가능여

부, 스테이션별 수, 수험 요령 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생이 필히 지참해야 할 물품

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명찰

을 배부한다. 스테이션의 끝을 알리는 종과 령의 

규칙을 알려 다. 이동 시간을 30  정도 주고 시

작과 끝의 종만을 울려주는 운 방법도 있다 (Tervo 

et al, 1997). 학생들이 모의환자를 실제 환자로 할 

것을 강조해 다. 만약 피드백이 정되어 있으면 

언제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알려 다.

7) OSCE 결과 피드백

  OSCE는 학생 뿐 아니라 교육자에게 형성평가로

서 이용될 수 있다. 학생 각자에게 찰자인 교수가 

직  각 방마다 피드백을  수 있다. 즉각 인 피

드백은 다음에 이어지는 스테이션에서 학생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수험생의 학습경험의 질을 높

이는 효과가 있다 (Hodder et al, 1989). 그룹 별 수

행능력에 한 피드백은 교육 로그램에서 부족한 

을 찾아 낼 수 있다 (Elliot et al, 1994).

  OSCE에서 피드백은 스테이션을 마친 후 즉각

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

다. 이상 인 피드백 과정은 문가의 진료 시범을 

녹화한 모델 비디오를 보고 스스로 단하게 하거

나 아니면 평가자가 직  평가표를 근거로 장 과 

발 방향을 동시에 조언해  수 있다. OSCE 도  

각 스테이션별로 짧게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에는 

스테이션 종료 30 ～1분 에 해당 학생에게 평가

자가 직  찰한 사항을 근거로 요한  한 두 

가지를 피드백 해 다. 

다. OSCE의 타당도

  OSCE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려면 다음 세 가지 단

계로 근해야 한다 (Newble, 2004). 제 1단계는 수험

생이 제 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 (problems) 

혹은 상황 (conditions)을 찾아내는 일이다. 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거나 좀 더 체계 인 연구를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명의 출제자 

보다는 여러 명의 문가가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요한 문항 선정에 더 바람직하다 (Valentino 

et al, 1998). 두 번째 단계는 앞의 문제 혹은 상황별

로 수험생이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임무 (tasks)를 결

정하는 단계이다. 를 들어 가슴 통증이라는 문제

를 놓고 심증 환자로부터 병력청취, 심 도를 

고 해석하기, 심폐소생술 시행하기, 심증약 복용

이나 식이요법에 한 환자교육하기 등이 임무에 

해당한다. 시험청사진 혹은 격자를 작성해 보는 것

이 제 3단계 작업이다. 이 과정은 시험에 포함시킬 

문항(items)의 표본을 정의하는 단계이다. 한 축에는 

고유능력 (generic competencies, ; 병력청취, 의사

소통기술, 신체진찰, 검사, 처치), 다른 한 축에는 수

험생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문제 혹은 상황을 

담은 이차원 행렬표를 작성한다. 국에서 외국 졸

업자를 상으로 시행한 의사자격시험에서 세로축

에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술, 진료수기, 응

진료의  5개 역이 있고 가로축에는 장기시스템별

로 15개 분야로 나 어 좀 더 세분화된 시험 문항의 

청사진을 만들어 사용했다 (Tombleson et al, 2000).

  OSCE의 타당도를 논할 때 시험에 련될 수 있

는 문화, 종교, 경제, 혹은 다른 요한 행 동기유

발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dges 2003). 

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10분 소요 증례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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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의 정도를 말

할 때 가정의학과 임상실습 학생과 공의 혹은 정

신과 실습학생과 공의의 능력정도를 비교하는 시

험인가에 따라 OSCE의 타당도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다. 그래서 타당도를 논할 때는 구를 상으로 하

는 시험이며 어떤 배경에서 시행하는 시험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OSCE의 스테이션은 개  

근 진료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OSCE는 수험생이 

기본 인 단순한 병력 청취, 신체 진찰을 잘 하면 

실제 임상 상황에서도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

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의과 학에서 OSCE를 도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서 OSCE를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의과 학

의 교육과정에 지 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면 이미 출제된 문제를 그 로 다음 번에 출제하

는 경우 과연 원래 의도했던 로의 능력군을 변함

없이 측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OSCE의 스

테이션이 무슨 과에서 출제되었느냐 혹은 어떤 과

목의 교수가 평가자인가에 따라 같은 표 환자와 

면담 과정  선택하는 행동반응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OSCE에서 보여  반응 행동이 다음에 

임상에서 일정한 행동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확

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OSCE의 타당도 연구에서

는 기존의 정량 인 연구를 넘어선 질  연구가 추

가 으로 더 필요하다.

라. OSCE 신뢰도 확보

  OSCE처럼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증

례와 문제 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어도 4～8시간 정

도로 시험시간이 길어져야 OSCE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Vu et al, 1992; Colliver & Williams, 

1993). OSCE의 객 성이란 평가자가 용할 수 있

는 평가표에 나열된 임무와 채  기 이 표 화가 

되었다는데서 비롯된다 (Harden et al, 1975). 이러한 

객  채  기 은 평가자간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표 화환자가 채 을 할 때 채 자간 일치도는 90%

까지 보고된바 있으며 일반 으로는 80%이상의 수

을 보인다고 한다 (Vu et al, 1992). OSCE에서 평

가자간 채  일치도 Kappa 지수는 기도 삽  문제

에서 0.65, 합문제에서는 0.71로 나왔다 (O'connor 

& McGraw, 1997). 한편 채 자간의 훈련부족은 신

뢰도를 하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지 받고 있다 

(박훈기 등, 2003).

  일반화 (generalization) 이론에 입각한 연구결과를 

보면 평가자간 일치도보다 더 요한 것이 바로 증

례 특이성 (case specificity)이다 (Newble, 2004). 이

러한 증례 특이성이란 실  문제를 이기 해 

몇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OSCE와 다른 형식의 

시험을 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Wass et 

al, 2001; Verhoeven & Hamers, 2000). 를 들어 90

분 분량 OSCE는 신뢰도가 0.6으로 낮았지만 여기

에 90분짜리 필기시험을 추가하면 신뢰도가 0.8로 

올라갔다.

  다른 한 돌 구는 평가 척도를 혼합하는 방법이

다 (Newble, 2004). OSCE 평가표를 만들다 보면 체

크리스트가 신뢰성 있게 자세한 항목으로 만들어지

긴 하지만 간에 측정이 곤란하지만 요한 항목

은 고의 으로 빠져 실제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질이 떨어지는 평가표로 락할 수 있

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평가에 비하여 총 채

(global rating)의 우수성이 최근 각 을 받고 있다 

(Cohen et al, 1996; Regehr et al, 1998; Hodges & 

McIloy, 2003). 일반 으로 기술 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수기 스테이션은 체크리스트 척도가 당하

고 의사소통기술이나 진단 해결형 스테이션의 경우

에는 총 채 이 하다고 한다. 체크리스트 수

는 스테이션 사이에 그다지 큰 연 성을 보이지 않

지만 총 채 은 스테이션간에 서로 등도의 높은 

상 성을 보 다 (Regehr et al, 1999). 특정한 수기

를 평가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용하고 환자교육이

나 의사의 임무에 반 인 근방법에 해서는 

총 채 척도를 사용하여 이 두 가지 척도를 

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OSCE의 신뢰도를 높이

는 방법이다.

마. 기  설정 (standard setting)

  일반 으로 기  설정에는 상  평가인 분포근거

방법 (norm-referenced)과  평가인 거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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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referenced)의 두 가지가 있다 (Cusimano, 

1996). 수행능력평가에서는 평가방법이 더 바람

직하다. 이는 경계선 집단 방법 (borderline group 

method)과 Angoff 방법의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Kaufman et al, 2000). Angoff 방법에서는 증례 개

발자 혹은 일정 수의 문가가 경계선상에 있는 수

험생의 수를 미리 상해 보게 하고 이를 기 으

로 합격기 을 정하는 방법이다. 경계선 집단 방법

은 규모 OSCE나 국가시험 등에서 뿐 아니라 소

규모 OSCE에서도 리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평가자는 체크리스트 채 과 상 없이 해당 학생의 

수행능력을 반 평가척도 (global scale)에 를 들

면 통과 / 경계선 / 낙제의 기 으로 평가한다. 경계

선의 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의 평균값을 그 스

테이션의 통과 기 으로 잡고 체 OSCE의 당락평

정은 모든 스테이션의 경계선에 걸린 학생들의 총 

평균값을 기 으로 결정한다. 이 방법은 Angoff 방

법에 비하여 비교  쉽고 시간이 덜 들며 직 찰을 

통하여 기 을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형경계군 방법 (modified 

borderline-group method)에 의한 기 수는 증례개

발자가 제시한 기 수 (Case-author method)에 비

하여 더 높게 나왔으며 자의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mphrey-Murto & Mac 

Fadyen, 2002). 기  이하 성 을 보이는 수험생의 

특성으로는 환자 문제에 집 하지 못하는 , 불충

분한 지식, 의사소통기술의 부족 등이 주를 이루었

다 (Cusimano, 1998).

바. OSCE의 제한

  OSCE는 체 스테이션이 실 인 임상 상황을 

얼마나 재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세 가지의 제한

을 갖고 있다 (Smee, 2003). 첫째, 각 스테이션별

로 정해진 시간만 사용해야 하므로 의사-환자 

을 임의로 분리하여 임상환자면담을 고립된 단면으

로 만들어 수험생 수행능력을 평가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성평가로서는 취약한 이 있

지만 스테이션 수를 늘리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총

평가로서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유리해진다. 둘째, 

OSCE는 임무 단 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표를 사

용하는데 이는 의사환자간의 이 행동의 나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표는 수험생의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지만 수험

생의 수 이 올라가면 이런 완벽성에 입각한 기

은 요성이 상 으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시뮬

이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환자 문제가 제한 이라는 이다. 이 

한 수험생의 경험  교육 수 이 올라가면 더욱 

제한 으로 부각된다.

  OSCE에 처음 참가하는 학생들은 평가교수가 자

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스트 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수기를 해내

야 한다는 강박 념으로 긴장하고 불안에 빠지기 

쉽다 (Zartman et al, 2002). OSCE의 스테이션별 

수를 시험 본 순서 로 나열하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스테이션별 수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Ross & 

Syal, 1987). OSCE에 있어서 시험 시간이 수험생에

게 주는 스트 스를 본 연구에서 어도 3.5시간 동

안에는 수험생의 피로도에 의한 시험 성  하는 

없었다 (Petrusa, 1987, 박훈기 등, 1999). OSCE 본 

평가 에 축소형 연습 OSCE를 시행하면 학생들의 

시험 스트 스를 이고 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Tervo et al, 1997). 이처럼 학생들이 미리 

비하고 마음을 편하게 실제 시험에 임하면 더 좋은 

수를 얻을 수 있다.

결   론

  객 구조화진료시험은 도입된 지 거의 30년이 되

면서 이제는 총합시험으로서 의사자격시험에 활용

되고 있으며 피드백을 기 로 하여 형성평가로도 

리 활용되고 있다. OSCE가 통 인 임상교육평

가방법의 제한 을 수용하는 안으로 발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실기 성취도를 완벽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황 률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임상실습

시험과 서로 보완 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Carraccio & Englander, 2000). 

OSCE를 성공 으로 계획하고 운 하려면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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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하게 비를 해야 하고 원칙에 따

라 시행을 해야 한다. OSCE의 타당도는 임상교육

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 타당도를 유지

하는 것도 요하지만 수험생의 배경을 요시하는 

타당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OSCE의 신뢰도 유

지에는 평가자의 훈련이 요하고 시험 시간과 시

험의 구성은 신뢰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다. 

OSCE 수를 바탕으로 당락 정을 할 때는 거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고 실용 이

다. OSCE는 그 자체의 약 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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