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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We conducted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OSCEs) in medical students 

both before entering clinical clerkship and after finishing clinical clerkship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usefulness of OSCEs before clinical clerkship.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rised 77 3rd-year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2-week course of physical diagnosis before clinical clerkship, and 98 4th-year medical students who 

had completed their clinical clerkship. The OSCE consisted of 17 cases and 17 stations for the 

3rd-year medical students, and 20 cases and 28 stations for the 4th-year students. We assigned 4 

minutes and 30 seconds to each station. OSCE stations were duplicated at two sites and were 

performed twice. After the OSCE, we us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survey the subjects for their 

opinions of the current process and the need for an OSCE.

  Results: At the psychiatric station, which applied an identical scenario and checklists to both the 3rd- 

and 4th-year medical students, the mean score of the 3rd-year medical stud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4th-year stude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OSCE score and cumulative 

performance grade of 3rd-year medical students (r=0.29) also was lower than that of 4th-year medical 

students (r=0.53). Over 80% of the 3rd-year medical students and over 90% of the 4th-year responded 

that an OSCE is necessary. However, around 70% of students preferred an OSCE for each clinical class 

during clinical clerkship, and only 33～38% of students preferred an OSCE as a final examination. 

Almost all students wanted to receive feedback after an OSCE.

  Conclusions: Performing an OSCE on 3rd-year medical students before they enter clinical 

clerkship provides better preparation for the clinical clerkship than an evaluation alone. We suggest 

that an OSCE should be used as a formative assessment in addition to a summative evaluation such 

as a fi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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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20년 동안 의과 학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요시하여 이를 객 으로 측정하기 한 노력으

로 객 임상실기시험이 개발되어 리 이용되고 

있으며 (Hodges and McIlroy, 2003), 우리나라에서

도 임상실습의 평가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의 OSCE는 임상실습 후 

졸업  시험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의 평가 잣 로 사용이 되어지며 (박훈기 등, 1999), 

본 의과 학에서도 이 까지는 의과 학 임상실습 

이후 OSCE를 통해 종합평가를 하여왔다.

  그러나 OSCE는 수행능력의 평가일 뿐만이 아니라 

되먹임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의 Dundee 의과 학에

서는 1977년부터 시행하 는데 의과 학 말에 마지막 

시험으로 도입되어 1980년 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1990년 에는 외과, 내과, 임상치료, 산부인과, 정신

과의 년말 시험으로 이루어졌고 1995에는 새로운 통

합 교과과정의 도입으로 이러한 과정에 변화가 생겨 

2, 3, 4학년 모두에서 OSCE를 시행하 다. 단계별로 

기 (2, 3학년)에는 장기와 련하여 주요환자 심으

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합시켰고, 다음 단계 (4학년)에

서는 업무와 임상문제 심으로 하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단계의 시뮬 이션된 환

자에서 다음단계에서는 실제환자를 이용하여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 다 (Davis, 2003).

  이 게 의과 학 학습을 모두 마치고 난 뒤의 평

가로 OSCE를 사용하는 것이 하니라 학습기간 동안 

OSCE를 이용하여 가르침과 배움에 활용할 수 있으

며 미국의 3개 의과 학을 상으로 하여 OSCE 평

가를 한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코호트를 비

교하여 보았을 때 OSCE 평가를 한 학생들에서 화

능력의 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 다 (Yedidia 

et al., 2003). 한 Towensend 등의 경우에는 임상

실습 의 OSCE의 유용성을 주장하 으며, UCLA

에서는 임상실습 과 후에 OSCE평가를 하 는데 

임상실습 에 시행한 학생들이 임상실습 후에 시

행한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기간동안 신체검사기

능이 향상됨을 보 다 (Wilkerson and Lee, 2003). 2

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여 시행한 진단에 한 

OSCE 수가 USMLE 수와도 상 성을 보 다 

(Simon et al., 2003). 이는 OSCE를 통하여 임상술기

를 배우는 시기에 있어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

리 알고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환례에 하여 

극 으로 할 수 있는 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본과 3학년 학생들에게 임상의학입문

의 평가로서 OSCE를 유용하게 용하 다는 보고

가 있었다 (김병수 등, 2001).

  이에 본 의과 학에서 OSCE를 이용하여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이 임상실습 에도 OSCE 평가를 받

는다면 임상실습에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 었

기에 임상실습 입문 과 후의 학생들을 상으로 

OSCE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입문 

 학생들과 임상실습 후의 학생들에서 OSCE 수

와 학교성 의 상 성을 평가하며, OSCE 수행과

정과 요구도를 비교하여 임상실습입문 의 OSCE

의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03년도 의과 학 본과 3학년 77명과 본과 4학

년 98명을 상으로 OSCE를 수행하 다. 본과 4학

년은 2003년 9월 20일 토요일에 이루어졌으며 본과 

3학년은 1주 뒤인 9월 27일에 평가하 다. 평가 이

후 학생들은 OSCE의 진행과정과 개선  등에 한 

설문문항을 작성하 다.

가. 증례

  증례 주제는 OSCE 비 원들과 출제책임교수

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본과 3학년과 4학년 각 

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심으로 구성하

다. 구체 인 증례는 OSCE 책임교수가 출제하

으며 출제된 증례는 3차례의 비 원과 출제책임

교수모임을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Table I

에 본과 3학년과 4학년에게 실시한 증례 주제  사

용도구가 제시되어있다. 본과 3학년과 4학년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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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year 4th year

 Case types Technical area  Case types Technical area

 Stomach cancer Physical exam  Breast mass Physical exam

 Consciousness Physical exam  Breast mass Education

 Lateral abdominal pain Physical exam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Physical exam

 CPR Treatment skill  Headache History taking

 Family pedigree History taking  Headache Physical exam

 Auscultation Physical exam  Abdominal pain Physical exam

 Weight loss History taking  Diabetes History taking

 Blood pressure Physical exam  Prenatal care Physical exam

 Abdominal pain Physical exam  Vaginal bleeding History taking

 Tuning fork test Physical exam  Hemoptysis History taking

 Blood smear Physical exam  Hemoptysis Education

 Psychiatric disease History taking  Urethral catheterization Treatment skill

 Environmental disease Education  Dyspnea Physical exam

 Prenatal care Physical exam  Keep airway open Treatment skill

 Hand Physical exam  Eye pain History taking

 Headache History taking  Congenital heart disease Physical exam

 Sampling Education  Psychiatric disease History taking

 Transfusion Treatment skill

 Occupational disease History taking

 Suturing Treatment skill

Table I. Cases and Examination Categories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3rd- and 4th- year 

Medical Students

은 주제와 같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증례는 정신

질환증례 한 항목으로 ‘사람들이 죽이러 올까  무

섭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한 정서, 사

고, 지각장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 다. OSCE는 

학생의 임상술기를 평가하는데, 문진, 이학  검사, 

문제해결능력, 화와 련한 태도 등을 평가한다

(Kane, 1992). 본 연구에서는 화와 련한 태도는 

모든 항목에 반 으로 반 을 하 고, 크게 주제

별 문항을 문진, 이학  검사, 처치술기, 교육술기로 

나 어 임상술기를 평가하 다.

나. 사용된 도구

  OSCE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실제 환자, 는 표 화환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리콘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

다 (Carraccio & Englander, 2000). 본 연구에서는 표

화환자와 실리콘모델 등 각종 모형을 이용하 으

며 표 화환자는 문연기자로 구성된 표 화환자

와 학생들과의 이 별로 없는 병원직원 는 일

반인으로 구성된 일반표 화환자로 구성되었다. 표

화환자의 훈련은 OSCE 경험이 있는 표 화환자

가 2례의 증례를 시연한 뒤 개별로 증례개발자와 표

화환자가 최소 2번의 모임을 통하여 훈련을 시행

하 다. 3학년의 OSCE에서는 17개 주제에 모형 4, 

일반표 화환자 10, 문연기자표 화환자 3의 도

구를 사용하 으며 4학년의 경우에는 20개 주제 (3

개의 주제는 link station으로 구성)에 모형 6, 일반

표 화환자 9, 문연기자표 화환자 5의 도구를 사

용하 다 (Table I).

다.  장소  시험시간

  시험장소는 병원 외래에 두 세트로 복제하여 교

수 평가자를 배치하 으며 학생들은 선발 과 후발

으로 구성하 다. 시험시간은 한 항목당 4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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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grade students 4th grade students

OSCE score
cumulative 

medical records 
marks

medical records 
marks for 3rd 

year

cumulative 
medical records 

marks

medical records 
marks for 4th 

year
Total 0.30** 0.26*  0.53***  0.58***
Technical area
  History taking 0.23* 0.20  0.43***  0.48***

  Physical exam 0.12 0.08  0.49***  0.43***

  Treatment skill 0.04 0.06  0.33**  0.26**

  Education 0.31** 0.34**  0.43***  0.46***

* p<0.05   ** p<0.01   *** p<0.001

Table Ⅲ. Correlation Between Score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and Medical 

Records Marks in 3rd- and 4th- year Medical Students

OSCE score

Students

3rd year

(n=77)

4th year

(n=98)

Total* 52.3 ( 5.7) 64.5 ( 5.5)

Technical area**

History taking 46.9 ( 8.4) 66.6 ( 5.7)

Physical exam 63.4 ( 6.1) 61.6 ( 6.7)

Treatment skill 65.4 (15.5) 67.4 ( 7.6)

Education 46.6 (12.1) 58.5 ( 8.3)
* p<0.05 by Student t-test

** p<0.05 by repeated measures ANOVA

Table Ⅱ.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3rd- 

and 4th- year Medical Students

평가시간, 30 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원활한 시

험진행을 해 진행요원을 각 항목마다 배치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도와주었다.

라. 수행에 한 설문

  진행과정에 한 설문 문항으로는 시간, 벨소리, 

장소, 진행요원, 사용모형  표 화환자, 오리엔테

이션과 시험시기에 한 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 다. OSCE에 한 요구를 묻는 문항은 필

요성, 한 평가시기, 평가방식, 되먹임의 필요성

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 다.

  마. 학생들의 성

  학생들의 성 과 OSCE 수와의 비교를 해 본

과 1학년부터의 과목 계학 과 본과3학년, 4학

년의 학 을 비교 분석하 다.

바. 통계분석

  동일한 문항에 한 두 학년간의 성 비교는 

student t-test로 분석하 으며 OSCE 기술분야와 두 

학년간의 성 비교는 학생들이 반복 으로 모든 분

야의 OSCE 평가를 시행 받았으므로 반복측정분산

분석으로 분석하 다. 과목성 과 OSCE 수와

의 상 성은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비교 분석하

다. OSCE 진행과정과 요구에 한 두 학년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 다.

결   과

  OSCE에 참여한 본과 3학년과 4학년의 학생  

이  임상술기에 한 평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학년 79.4%, 3학년은 21.6% 다. 학생들의 

OSCE 수를 살펴보면 (Table Ⅱ) 3학년의 경우는 

신체검사와 처치술기의 수가 높았고, 문진과 교육

분야의 수는 낮은 반면, 4학년 학생의 경우는 문

진과 처치술기의 수가 높았고, 신체검사와 교육분

야의 수가 낮았다. 3학년과 4학년에서 동일한 주

제와 동일한 검표를 이용한 정신질환에 한 3, 4

학년의 수를 비교해보면 3학년에서는 평균 56.4 (표

편차 11.0), 4학년에서는 평균 98.7 (표 편차 10.9)

로 4학년에서 유의하게 (p<.0001) 높은 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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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3rd year
(n=76)

4th year
(n=92)

p-value

Time

   Too short    1 ( 1.4)   11 (12.1)
   Appropriate   69 (93.2)   78 (85.7)
   Too long    4 ( 5.4)    2 ( 2.2) 0.02

Bell sound for start and end
   Good   70 (93.3)   86 (93.5) 0.24
   Poor    5 ( 6.7)    6 ( 6.5)

Location of examination
   Good   71 (94.7)   87 (94.6)
   Acceptable    3 ( 4.0)    4 ( 4.4)

   Poor    1 ( 1.3)    1 ( 1.1) 0.98
Supporter‘s help
   Good   62 (81.6)   79 (86.8)

   Acceptable   14 (18.4)   10 (11.0)
   Poor    0 ( 0.0)    2 ( 2.2) 0.18
Reality of standardized patients

   Most SPs   22 (29.0)   45 (49.5) 0.02
   Some SPs   47 (61.8)   41 (45.1)
   None    7 ( 9.2)    5 ( 5.5)

Simulating model
   Awkward   54 (80.6)   43 (58.1)
   Bad due to unreal   12 (17.9)   22 (29.7)

   Has significant defect    1 ( 1.5)    9 (12.2) 0.01
Contents of orientation
   Very similar to OSCE   47 (63.5)   66 (72.5)

   Some dDifferent from OSCE   24 (32.4)   20 (22.0)
   Very different from OSCE    3 ( 4.1)    5 ( 5.5) 0.32
Appropriateness of orientation time

   Too early   35 (46.1)   10 (11.0)
   Timely   28 (36.8)   56 (61.5)
   Too late   13 (34.2)   25 (27.5) <0.01

Appropriateness of orientation time
   Too early   54 (80.6)   43 (58.1)
   Timely   12 (17.9)   22 (29.7)

   Too late    1 ( 1.5)    9 (12.2) 0.01

Table Ⅳ. Process Evalu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3rd- 

and 4th-year Medical Students

  과목 성 과의 상 성을 살펴보면 (Table Ⅲ) 4

학년의 경우에는 등도의 상 성을 보 으나 3학

년의 경우에는 약한 상 성을 보 다. 처치술기분야

에서는 4학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학년 학생에서 

OSCE 수가 과목성 과의 상 성이 낮았다. 4학

년의 경우 신체검사, 문진 역 수는 과목 성

과 등도 상 성을 보 으나 3학년은 모든 역이 

과목 성 과 상 성이 낮았다. 3학년과 4학년에서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검표를 이용한 정신질환에 

한 3, 4학년의 OSCE 수와 과목 성 과

의 상 성은 반 으로 모두 약한 상 성을 보

으나 특히 3학년에서는 상 계수가 0.01, 4학년에서

는 0.19로 4학년에서 보다 강한 상 성을 보 다.

  OSCE수행과정에서는 (Table Ⅳ) 시간의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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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3rd year

(n=76)

4th year

(n=92)
p-value

 Need for OSCE   

    Considerable  62 (82.6)  85 (92.4)

    Moderate or lower  14 (18.4)   7 ( 7.6) 0.03

 Time of OSCE

    Before clinical clerkship   1 ( 1.3)   7 ( 7.6)

    After clinical clerkship  33 (43.4)  39 (42.4)

    Both  42 (55.3)  46 (50.0) 0.16

 Preferred test type

    Regular test  31 (41.9)  27 (29.7)

    Final integrated test  25 (33.8)  35 (38.5)

    Both  18 (24.3)  29 (31.9) 0.25

 Need for feedback

    Considerable  68 (89.5)  84 (91.3)

    Moderate or lower   8 (10.5)   8 ( 8.7)

 Evaluator

    Professor at location  63 (64.0)  65 (73.0)

    Professor at different place  11 (14.7)  24 (27.0)

    Standardized patients   1 ( 1.3)   0 ( 0.0) 0.10

Table V. Requirements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3rd- and 4th-year 

Medical Students

해 3학년 학생에 비해 4학년 학생에서 시간이 모

자라다는 학생이 많았으나 시작과 끝의 벨소리, 시

험장소, 진행요원의 안내에 해서는 두 학년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화환자의 실제성에 해서는 3

학년에서는 ‘일부만 실제같다’는 응답이 62%이고, 

‘모두 실제같다’는 학생은 29%인 반면, 4학년 학생

에서는 ‘일부만 실제 같다’는 응답은 45%이고 ‘모

두 실제 같다’는 응답이 49.5%로 많은 학생들이 표

화환자가 실제환자와 같다고 응답하 다. 모형사

용에 해서는 3학년 학생들은 80% 이상에서 사용

이 어색하다고 한 반면 4학년 학생들은 어색하다는 

응답은 58%로 3학년 학생에 비해 낮으나 불량품이

라는 응답이 높았다. 오리엔테이션 시기는 3학년에

서는 빨랐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4학년에서는 

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시험시기에 해서는 두 학

년 모두 빨랐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3학년 학생에서

는 더욱 많은 학생이 빨랐다고 응답하 다.

  학생들의 OSCE에 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Table 

Ⅴ), 4학년은 92%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학년은 82%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4

학년에서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가시기는 

3학년과 4학년 모두 임상실습 후 40%, 임상실습 

과 후 모두가 50% 정도로 비슷하게 응답하 다. 평가

방식은 3학년 학생의 33.8%, 4학년 학생의 38.5%만이 

종합평가를 선호하 으며 3학년의 경우는 42%의 학

생이, 4학년은 30%의 학생이 과별평가를 선호하 고, 

과별  종합평가를 선호하는 학생은 3학년 24%, 4학

년 32% 다. 평가자로는 거의 모든 학생이 교수가 

평가해야 한다고 하 으며 3학년의 15%, 4학년의 

27%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수가 평가해주기를 

원하 다. 평가 후 되먹임은 90%의 학생들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 다.

고   찰

  미국 의과 학에서 시행하는 OSCE를 1997～1998년과 

2002～2003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Barzansky and 

Etzel, 2003) 종합시험으로서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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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 다. 199

7～1998년에는 임상실습 에는 가정의학, 내과, 산

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에서 OSCE를 사용하

으며 2002～2003년도에는 OSCE를 사용하는 학

교의 증가와 더불어 임상훈련기간 에 OSCE를 사

용하는 임상과가 증가하 다. 임상실습기간과 종합

시험으로서의 OSCE외에 문진과 진단술기를 배우는 

입문시기에 한번 이상 OSCE를 사용하는 학교가 97

개 학교나 되었다. 이처럼 OSCE는 많은 의과 학에

서 평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

으며 의과 학의 기부터 활용하고 있다. 임상실습

입문 에 OSCE를 시행함으로서 임상술기를 배우는 

시기에 있어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임상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한 임상환례에 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임상실습 입문 

의 OSCE 수행능력은 임상실습기간동안의 임상수행

능력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Martin and Folly, 

2002), 임상실습 입문  OSCE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해 임상실습기간 동안 심을 가지고 임

상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수 있다.

  본 의과 학에서는 2002년도까지는 임상실습과

정을 마친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종합평가

방식으로 OSCE를 진행해 왔으며 2003년도에는 진

단학 교과과정을 마쳤으나 아직 임상실습 훈련으로 

들어가지 않은 3학년학생과 임상실습과정을 마친 4

학년 학생에서 종합평가방식의 OSCE를 수행하여 3

학년 학생에서의 OSCE의 유용성과 향후 방향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3학년 학생은 4

학년 학생에 비해 낮은 수를 보 으며 한 같은 

시나리오와 검표를 사용한 정신과의 경우 3학년 

학생은 4학년 학생에 비해 약 40 의 수차이를 

보 다. 이러한 3학년과 4학년의 수차이는 OSCE

수가 임상훈련수 을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odges와 McIlroy (2003)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을 

받는 학생을 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3학년과 4

학년 학생의 OSCE 검표 수가 경계성 유의수

으로 차이가 나타나 OSCE가 임상훈련 수 의 정도

를 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의과 학의 

인 2학년 학생에서 진단에 한 OSCE 수가 

USMLE 미국의사국가고시 수에 하여 22%의 변

동성과 상 계수 0.4의 상 성을 보여 임상실습 

의 학생에서도 OSCE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 다

(Simon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OSCE 

수와 과목 수와의 상 성은 4학년학생에

서는 0.5의 상 계수로 비교  좋은 상 계를 보

으나 3학년 학생에서는 이보다 낮은 0.3의 상 계

수를 보 다. 이는 3학년 학생의 학 에는 임상실습

분야 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4학년은 임상실습분

야의 수가 학 에 반 되어 차이가 난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사용도구별 스테이션의 난이도나 학

습목표와의 부합정도를 고려해서 단해야 하는 부

분이기는 하나 사용도구에서는 4학년 학생의 경우

에는 도구에 계없이 0.4 정도의 상 계수를 보인 

반면 3학년 학생에서는 문연기자표 화환자나 모

형을 이용한 OSCE 수와 과목성 과의 상 성

은 낮은 반면 표 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반

표 화환자에서 상 성이 오히려 높아 3학년 학생

에서는 OSCE가 학생성 을 잘 측해주지 못하

다. 그러나 3학년이 문진과 교육에서 수가 낮고 

이학  검사와 비록 한 문제이긴 하지만 처치술기

에서 수가 더 높은 것과 4학년에서는 모든 역에

서 비슷한 것은 어떤 실습교육을 사 에 받았느냐

가 OSCE 수에 반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체 으로는 임상실습의 평가지표로서 OSCE가 유용

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체 으로는 OSCE 수

가 학생성 과 등도의 상 성을 보여주었으나 처

치기술분야의 OSCE 수는 상 성이 낮았다. 이는 

의과 학에서의 의료 문가로서의 의사의 능력  

수기와 태도에 한 교육이 미비하 거나 (황건 등, 

2001), 기존의 학생평가가 지식수  평가에 을 

이루고 의사로서 필요한 수기  태도는 반 이 잘 

안되었다는 것을 반 하고 있다. 특히 3학년에서는 

진단학에서 을 이루고 있는 문진과 이학  검

사 OSCE 수가 과목성 과 상 성이 낮아 학생

평가에 있어 OSCE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오스키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벨소리, 시험장소의 

성, 진행요원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성은 3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간에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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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3학년 학생에서 4학년 학생에 비해 표 화환

자의 실제성이 떨어졌으며, 모형이 불편함을 호소하

는 율도 낮았다. 이는 3학년 학생들은 임상 실습 

으로서 환자에 한 경험 부족과 술기 부족으로 환

자에 한 실제성이 떨어지고 모형사용에 한 불

편함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OSCE에 한 필요성은 임상실습  학

생들에서나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에서나 모두 필

요성이 높았으나 4학년 학생에서의 필요성이 더 높

았다. 한 평가시기에 하여 임상실습 에 필요

하다는 응답은 약 60% 으며 40%정도는 임상실습 

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3학년 학생들

의 80%는 이번 OSCE 시험시기가 빨랐다고 응답하

여 임상실습 의 OSCE에 해서는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었다.

  평가방식은 60%정도의 학생이 과별평가방식 

는 과별평가방식과 종합평가방식의 병행을 선호하

여 임상실습기간  과별평가를 시행하고 임상실습 

이후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다. 평가이후 피드백에 해

서는 3학년과 4학년 모두 90%이상에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종합평가를 통한 pass/fail이 

아니라 OSCE를 가르침과 배움의 수단으로 활용해

야 함을 보여주었다. 피드백방법으로는 항목별 수 

는 체 순 를 알려주거나 검표를 제시, 는 

코멘트를 어 에 의해 피드백을  수 있다. 검

표를 어주는 것은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항목별 수와 코멘트를 

어주었을 때 학생들에게 OSCE는 단순한 평가가 아

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오디오나 비디

오테이 를 이용하여 표 화환자, 동료학생, 교수들

로부터 피드백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상 학생들은 교수에 의한 피드백을 선호

하 으나 표 화환자에 의한 평가와 피드백도 효과

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병국, 2000).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임상실습  학생들에서 

OSCE의 유용성을 보기 해서는 향 인 코호트 

설계에 의하여 임상실습  학생들에서 OSCE를 시

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을 추  찰하여 임상술

기 능력의 향상을 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면

으로 3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을 비교하여 임상실

습  3학년과 임상실습 후 4학년에서의 OSCE 수

의 차이, OSCE 수와 학교성 과의 상 성 비교

에서 OSCE가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임

을 살펴볼 수는 있었으나 임상실습  3학년에서의 

OSCE가 임상실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

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OSCE는 임상실습  학생들에서

도 임상술기능력을 측해 주는 것으로 고려되어진

다. 임상실습  학생들에서 OSCE의 용은 평가

목 보다는 가르침과 배움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해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목 에 맞는 항목과 방법을 개발하여 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임상실습기간 인 학생들에

서도 종합시험의 형태보다는 임상실습기간 의 과

목별 OSCE와 종합평가방식의 OSCE를 함께 요구

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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