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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Mid-Term Evaluation in Internal Medicine Clinical Clerkship in 

One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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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o know the current status and to improve the internal medicine clinical clerkship 

in one medical school, the author performed a mid-term survey of the students. 

  Methods: Questions were given to 48 students at the midpoint of their internal medicine 

clinical clerkship. Questions were about understanding the of purpose of the rotation, ability to 

do physical examination and procedures, bedside teaching experience and conferences, and 

support during clinical clerkship. Questions used 5-point Likert scale. 48 of 48 students 

responded. Average points for each question were calculated, and similar free answers were 

categorized together. 

  Results: Students began their clinical clerkship with high expectations, but soon fell into a 

`busy but know-nothing' state. The purpose of the clinical clerkship was not clearly outlined. 

Students learned physical examination skills and procedures not directly from instructors but by 

watching over-the-shoulder. Bedside teaching was, in fact, `table side' teaching. Instructors did 

not provide immediate feedback at the bedside on how the student gathered information from 

patients, Students attended conferences targeted towards residents, and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ensuing discussions. Students had no sense of belonging to the ward team. This result was 

reported during a medical grand round with simple short-term strategies, which could be 

performed easily, and with longer-term strategies requiring more resources.

  Conclusion: The author did a mid-term survey of a clinical clerkship and reported the result 

with suggested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 result was distributed to the faculty at other 

departments as well. Although there was resistance to the suggestions from the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this report was used to initiate clinical clerkship improvement to the clerkship in 

other departments. The author discusses this result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can 

be a good resource for medical schools wanting to evaluate and improve their clinical clerk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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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실습은 매우 요하다. 한국 의과 학장 의

회에서 펴낸 21세기 한국 의학교육 계획 (한국의과

학장 의회, 2000)에서도 “임상실습은 졸업 후 수

행할 임무에 가장 근 된 학습 형태이므로 임상실

습 교육을 강화하여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 임상실습은 16~7세기 경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실습은 “학생들을 이론

과 실무를 겸하는 치에 놓음으로써 그들이 경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 라이

언졸리와 슬리 리스, 2000). 임상실습 기간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병원

이 실제로 어떻게 운 이 되고 있는 지도 알게 된

다. 기 의학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이러한 임상실

습에 상당히 큰 기 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을 거치면

서 목표에 도달을 하는 지는 의문이다. 실기능력에 

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각 학에서는 임상

실습을 강화하기 한 략들을 개발하고 있다 (안

덕선, 1995; 김 진 등, 1995; 오희철 등, 2001; 김경

한, 2001; 이 미 등, 2002; 김수  등, 2002)

  내과 임상실습은 그 에서도 어느 학에서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과목으로서, 체 임상실습 

기간 에서 내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자는 일개 학병원에서 내과 실습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되먹임 함

으로써 실습을 개선시키기 해서 실습 간에 학

생들을 상 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시행하 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03년도 1학기에 내과를 실습 인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했다. 이 학생들은 1

학년 때는 기 의학 과목을, 2학년 때는 임상의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었다. 1학년의 기 의학 강

의는 과목별로 이루어 졌으며, 2학년의 임상의학 과

목은 통합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3학년 1학기는 4

주간의 문제바탕학습을 한 후 12주간의 내과 임상

실습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설문을 받은 시기

는 5월 순으로, 학생들은 내과 임상실습을  반 

정도 진행하고 있을 때 다. 

  설문지의 문항을 만들기 해서는 이미 1년 에 

내과 임상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

다. 내과 실습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문제

들이 있었는지를 토론한 다음 설문의 문항을 작성

하 다. 임상수기는 구체 인 항목을 몇 개 지정하

여 묻기로 결정하 다. 묻는 항목들은 학생들과 의

논하여 표성이 있고 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몇 

개의 항목을 선정했다. 

  설문지의 구성은 내과 실습목표 인지도 2문항, 이

학  진찰과 처치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항목별

로 19문항, 집담회와 회진 외래견학 등의 활동 4문

항, 베드사이드 티칭  이학  진찰 학습 방법 3문

항, 실습에 한 지지 (support) 3문항, 실습 반에 

한 질문 1문항으로 구성하 다. 객 식 질문에 

한 응답은 , 아니오, 는 5단계의 Likert 척도를 

이용했다. 

  그리고 설문지에는 객 식의 질문 외에 하고 싶

은 말을 을 수 있는 칸을 두었다. 한 학생들에

게 내과 실습이 좋은 , 나쁜 을 하나씩 자유롭

게 어 달라고 부탁하 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 낸 의견은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서  분류하 다.  

실습 인 3학년 학생들과 약속을 하여 교실에 모이

게 하고, 설문조사의 목 을 설명한 다음 48명 원

에게서 설문을 받았다. 모두 48매의 응답지를 수거

하 다. 응답은 “매우 그 다-그 다-보통이다-그

지 않다-매우 그 지 않다”에 각각 5 부터 1 까지

의 수를 부여하여, 체 수를 모두 더한 다음 

응답자 수로 나 어서 응답 수를 계산했다. 따라서 

응답 수가 클수록 학생들이 그 다고 답을 한 

것이 된다.   

  설문의 결과  이 결과로부터 도출한 제안은 내

과 교수와 공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내과큰집담회

(medical grand round) 시간을 일부 할애 받아서 제

시하 고, 다른 과에도 참고자료로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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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ent's rating that she/he can interpret medical records.

Number 

Nothing 1

Detailed plan, whole internal medicine 18

Time table and grouping 32

Time table, from subdivision 12

Detailed plan, from subdivision 14

Table Ⅰ. Number of Students who Received an Out-

line of the Internal Medicine Clerkship

(Multiple Answers allowed)

결   과

가. 내과 실습의 목표에 한 이해

  “내과 실습목표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응답 수는 5  만 에 2.9 이었다. “실습계획

서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부분이 

실습계획서를 받았다고 하 다. 그러나 그 에서 

내과 체의 구체 인 실습계획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건수는 18건이었다 (복수응답 허용) (Table Ⅰ).

나. 이학  진찰, 의무기록 독  수기

  1) 의무기록의 경우, 검사결과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가 3.4 , 경과기록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

다 3.6 , 입원기록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8 , 

투약기록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0 , 활력증상 

기록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2 이었다 (Fig. 1). 

 

 2) 문진과 이학  진찰, 몇 가지 수기의 경우, 문진

을 할 수 있다가 3.6 , 압측정을 할 수 있다가 

3.1 이었다. 정상호흡음과 비정상 호흡음을 구별할 

수 있다 2.9 , 단순흉부 X-선 사진의 독을 할 수 

있다 2.4 , 심음의 구별을 할 수 있다 2.4 , 심 도 

독을 할 수 있다 3.1 , 간 진을 할 수 있다 2

이었다 (Fig. 2).  

  3) 처치의 경우, 심 도 기와 정맥주사를 할 수 

있다는 각각 2.5, 2.2 이었다. 복수천자를 할 수 있

다 1.6, 흉수천자를 할 수 있다 1.4, 폴리 삽입을 할 

수 있다 1.4, 빈 튜  삽입을 할 수 있다 1.4, 동맥

가스분석을 한 채 을 할 수 있다는 1.7 이었

다 (Fig. 3). 

다. 활동

  1) 집담회의 경우, 집담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

다는 응답 수가 2.5 이었다.  

  2) 검사 (어떤 검사든)를 시행하는 것을 견학했다

고 응답한 학생이 46명, 아니라고 한 학생이 2명이

었다. 이어서 “검사를 견학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를 물어보았는데, 이에 해서는 응

답 수가 3.4 이었다. 

  3) 외래를 견학한 이 있는 학생은 3명, 견학한 

이 없는 학생이 45명이었다.

라. 병상가르침 (bedside teaching)

  1) “베드사이드 티칭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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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side teaching Direct observation

Yes 25
Yes 0

No 25

No   23
Yes 1

No 22

Total 48 48

Table Ⅱ. Number of Students Receiving Bedside 

Teaching during First Half of Term

(bedside teaching). Number of students 

whose physical examination performance 

was immediately evaluated by the instruc-

tor (direct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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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ents' rating that s/he can perform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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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port for students as expressed by number of student who was formally introduced th 
the patient by faculty or resident.

는 25명이 “ ”, 23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진찰하는 모습을 평가받은 이 있습니

까?” 라는 질문에는 1명이 “ ”, 47명이 “아니오”라

고 답했다. 라고 답한 한 명은 베드사이드 티칭

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이었다 (Table Ⅱ).

  2) “이학  진찰을 배운 이 있습니까?” 라는 질

문에 해서, “말로만 배웠다.”에 8명, “회진 때 어

깨 머로 배웠다.”에 17명, “회진 때 한두 가지 방법

을 가르쳐줘서 배웠다.”에 17명, “회진과 별도의 시

간에 한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서 배웠다.”에 10명

이 응답했다. “회진과 별도의 시간에 완 한 방법을 

배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복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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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Lecture only, no actual demonstration 8

During ward round, watch over-the-shoulder 17

During ward round, some skills demonstrated 17

Dedicated time, some skills demonstrated 10

Dedicated time, full physical examination skill demonstrated 0

Other 2

Table Ⅲ. Number of Students Learning Physical Examination Through Various Oppor-

tunities (Multiple Answers allowed)

Number

It's good to contact patients 23

Feel easy because clerkship is easy going 7

There is nothing to learn 7

More balanced time allocation needed 7

Conferences a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3

Lecture and clerkship should be integrated 3

There are too much home works to do 2

There is large difference between requirement of each faculties 2

Others or have no idea 3

Table IV. Students' General Impression of Internal Medicine Clerkship (Students Giving 

Multiple Answe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each Item separately)

답 허용) (Table Ⅲ). 

마. 실습에 한 지지 (support)

  “실습병동에 소속감을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소속감이 있다가 2.6 , 주어진 역할이 있다

가 2.4 이었다. “정식으로 환자에게 소개가 되었습

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소개된 이 없다가 45

명이었다. 소개를 해  경우, 공의가 소개해  

경우가 3명이었으며, 교수가 소개해 주었다는 응답

은 한 명도 없었다 (Fig. 3).

바. 내과실습이 좋은  나쁜 

  “실습과 이론을 잘 매칭 (matching)하고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한 응답 수는 3.3이었다. 내과 

실습의 좋은  혹은 나쁜 을 한 가지씩 자유롭게 

어내라고 한 것은 내용별로 분류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서 나

었다 (Table Ⅳ).

고   찰

  재 단국 학교 의과 학에서는 3학년 1학기 16

주 에서 12주를 내과실습에 배정하고 있으며, 2학

기에는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방사선과의 

다섯 과목을 실습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내과실습

은 기간도 길고, 학생들이 처음 하게 되는 임상실

습이며, 2학기에 있을 다른 과의 실습을 계속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 재 단국 학교 의과 학 3학년 학생

은 48명으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12주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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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습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내과는 8개의 분과로 

나 어져 있으며, 내과 실습은 분과별로 조를 나

어서 하게 된다. 내과 실습 첫날 실습오리엔테이션

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오리엔테이션의 효과는 아직

까지 평가를 해 본 이 없었다. 

  각 분과에서 하는 실습의 내용은 으로 분과

의 책임 하에 있으며, 내과에서 군가 체 인 책

임을 지고 각 분과의 실습내용을 구체 으로 조정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자유스럽게 어내도록 한 “내과 실습의 좋은  

나쁜 ”에서 본 것처럼 학생들은 일단 임상실습에 

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데 해 동기부여가 되어있다

고 하겠다. 그러나 기 를 가지고 실습병동에 나온 

학생들은, 구체 인 실습의 목표가 주어지지 않아 

곧 “뭐가 요한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상태

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학생들은 구체 인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계획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부분 시간표나 실습조의 구성에 한 계획서를 받

았다는 응답이며, 구체 인 실습계획을 받은 학생들

은 었다. 

  김경한 (2001)의 “임상실습시 선택과목 시행 경험

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으로 실습이 계획서 로 실행되지 

않았다와 임상수기를 배울 기회가 었다. 실습목표

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

다. 실습 계획이나 실습목표가 충실하지 않거나, 그

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개 학만의 문제가 아

닐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임상실습을 비시키기 

한 실습오리엔테이션과 련해서는 안덕선 (1995)

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 동안 집 인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시행,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다.

  실기를 보면, 실기에 한 학생들의 요구는 높지

만 익 야 할 수기들을 제 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기에 해서는 의무기록, 

이학  진찰, 익 야 할 수기, 처치 등으로 항목을 

나 어 질문하 다. 

  “의무기록을 읽고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해

서 부분 그 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지만, 의무기

록 에서도 투약기록지에 해서는 수가 낮았다. 

경과일지나 검사결과지, 입원 노트, 활력증상 등은 

약간의 의학지식만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투

약기록지는 어떻게 는 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에서, 의무기록을 

읽는 방법에 한 구체 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간 진, 심음의 구분, 정상  비정상 흉부 X-선 

사진의 구분, 폐음의 구분 등의 능력은 3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다. 심 도 기, 정맥주사 등의 실기는 이보다 

더 수가 낮았으며, 흉수천자, 요  삽입, 동맥 가

스분석 등은 2 이하 다.  

  그리고 집담회에 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내과 공의의 수 에 

맞추어져 있는 집담회에 학생들을 출석시키기 때문

일 것이다.

  외래는 거의 견학을 한 학생이 없었다. 어느 병원

이나 바쁜 외래일정 상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서 동

시에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난 을 극복하고 외래를 임상실습에 활용하

기 해서는 Vieira (2003) 등이 사용한 방법을 도입

해 볼만하다. 즉, 이들은 의과 학 1학년 학생들에

게 외래를 견학하도록 하되,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환자 계에 해 검표를 가지고 찰을 하

도록 한 결과, 시간제약이 있는 외래실습에서도 학

생들로 하여  인간 인 행동에 한 강한 동기를 

가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표는 모두 16개 

항목으로서, 질문은 “의사가 환자에게 인사를 했습

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의사

가 환자의 일상생활에 해 심을 보 습니까?” 등

이었다. 외래실습의 목표를 의학지식의 수에 두지 

않고 의사-환자 계의 개발에 둔 것이 성공의 포인

트 다고 생각한다. 

  베드사이드 티칭과 련해서는, 내과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반 수 정도는 베드사이드 티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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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하 다. 이것은 실습이 간쯤 진행되었을 

때의 조사이므로, 학생 일인당 한 번은 베드사이드 

티칭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베드사이드” 티칭이지 사실상 

“테이블 사이드” 티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드사이드 티칭을 받은 학생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평가받은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에게 환자를 할당하면 학생들은 공의가 기

록해 둔 의무기록을 보거나 환자를 면담하거나 하

면서 발표 비를 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베드사

이드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발표를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소  “베드사이드 티칭”을 하는 교수

는 학생의 발표능력을 보는 것이지 진찰능력을 보

는 것은 아니었다. Engel (1971)은 학생의 발표를 듣

고 난 다음, 그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환자를 방문

하여 발표한 학생의 진찰능력을 직  보도록 하는 

방법을 권한바 있다.  

  베드사이드 티칭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외국도 이

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 하다. Whitman (1997) 도 

“어디서나 베드사이드 티칭의 요성은 매우 강조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이나 공의가 얼마나 자

주 베드사이드 티칭을 받는가를 보면 거의 무하

다.”라고 하 다. Whitman에 의하면 1925년이나 1993

년이나 그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Ramani (2002) 등은 베드사이드 티칭을 활성화하

기 해서는 먼  교수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

하 다. 의사들이 의과 학에서 배운 도 없고, 그 

후에 해 본 도 없어서, 베드사이드 티칭을 할  

모른다는 것이다.

  라이언 졸리 (2000) 등은 국의 하우스오피서 

수련에 해 기술하면서 “ 체 으로 뒤죽박죽인 

진료행  속에서 선배의사가 기회가 나는 로 ‘수

련’을 하는 것이다. 선배의사는 임상가인 동시에 

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실회진에서 교육기회를 잡아 잠깐 ‘교육’을 하거

나, 지  가지고 있는 임상  문제에 해 ‘약간의 

강의’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 는데, 내과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실기는 직  가르쳐 주는 일은 없이 거의 어깨 

머로 배우고 있었으며, 집담회도 마찬가지로 공의

들을 한 환자 집담회에 실습 학생들이 출석을 해

서 몇 마디 씩 얻어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 한 지지 (support)의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정식으로 환자에게 소개가 되었는가가를 물

었는데, “아니다.”가 45명, “ 공의가 소개해 주었

다.”가 3명이었다. 교수가 소개해 주었다는 답은 

없었다. “실습병동에 한 소속감이 있는가?”, “주

어진 역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 응답도 수

가 낮았다. Ende (1997)는 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생

은 참여하거나 개인 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실습 지도자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상모 (2001) 등이 한 의과 학의 산부인과 실습

에서 “ 재 실습지도가 주로 구에 의해 이루어지

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공의라는 답이 88%

고, 담당교수라는 답이 3% 다고 하 다. 그리

고 “응답자의 45%가 교수가 교육에 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지도를 주로 가 하는가를 직  물어보지는 

않았으며,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는 분 기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해 가 환자

에게 소개를 해 주는가 라는 질문을 삽입하 다.

  이러한 결과를 내과 교수와 공의, 학생들이 참

석하는 내과큰집담회에 제시하 다. 여기에 한 교

수들의 반응은 “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일

일이 교수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게 하려면 지

보다 교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지  

상황에서 실습 지도를 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

리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반응을 상했었기 때문에 결과를 제시하면

서 교수들의 부담을 재 이상으로 크게 늘리거나 

교수 숫자를 늘리거나 하지 않고서도 실습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실천 인 방법을 제안하려고 노력

하 다. 4가지 방안을 제안하 다. 그것은 (1) 병동

에서는 환자에게 담당 학생을 정식으로 소개해 주

면 좋겠다. (2) 집담회는 지  로 하되, 끝날 때 잠

깐 학생을 한 요약정리 코멘트를 삽입해 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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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다. (3) 회진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순번을 정해서 한 번 회진에 학생 2~3명

씩만 같이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 (4) 베드사이드 티

칭에서는 진찰 장면을 한 번은 실제로 보고 평가 해 

주었으면 한다는 네 가지 다. 이  항목 4는 별도

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항목 1부터 3까지는 신경만 

쓰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항목 3은 “회진 때 7~8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로 보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한다. 그러니 교

수 숫자를 늘려 달라.”는 불만에 해, 교수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해

법이었다. 

  교육과정을 바꾸기 해서는 재원과 긴 시간, 

문가가 필요하다 (Bundred P, 2002). 추가 자원을 투

입하지 않으면서 실습을 개선하라는 요구만을 한다

고 해서 임상실습이 효과 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러

나 큰 노력 없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장기 으로 볼 때는 무엇보다도 효과 인 실습을 

해서는 학생들에게 구체 인 학습목표를 제시하

고 실습에서 해야 할 일에 한 자세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습목표를 개발하는 일이 선

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단기 

략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장기 략으로 제안

하 다. 

  그리고 한 재 공의들이 학생실습교육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공의 수

련과정에 공의를 한 교수법 로그램을 도입함

으로써 학생실습교육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실제로 Hatem

(2003)에 따르면 공의를 한 교수법 교육 로그

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며, 2001년 

Morrison (2001) 등은 미국 역의 주요 임상과목 

공의 로그램 디 터에게 설문을 보내서 그  

55%가 공식 인 공의 교수법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 다.

  내과실습 간평가를 하고 몇 가지 간단한 제안

을 한 효과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보게 되었다. 

  평가의 결과를 2학기에 임상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과에도 참고자료로 달했는데, 이를 계

기로 각과마다 한 명씩 실습 담당 교수를 지정하여 

2학기 실습에 비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수차례 모

임을 갖고 실습내용을 설계하고 실습계획서를 작성

하 다. 2학기 임상실습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방사선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과에서는 

니들 홀더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 어 

주어 실습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결찰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서는 실습을 한 마네킹들을 비하 고, 방사선과

에서는 실습목표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하 다. 무엇보다도 실습계획서에서 학생들에게 구

체 으로 실습을 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제시한 

항목들은 최 한 실습시험에 반 을 하도록 실습설

계를 하 다. 

  재의 상태를 평가하기 해서는 측정을 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항목에 집 하게 되므로, “측정하는 것은 실행이 

된다.” (Goldman G &  Newman JB, 1998)고 한다. 

황건 (2002)도 설문지를 이용한 학생실습평가를 하

고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학생실습 평가는 실습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실습의 문제 을 악하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 다. 

  자는 일개 의과 학에서 내과 실습의 간평가

를 하여 의미 있는 성 을 얻었고, 결과로부터 실습

개선 략을 유도하 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과

의 실습에 정 인 효과를 미친 일을 경험했기 때

문에 이를 보고하 다. 이 결과는 임상실습을 평가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다른 의과 학에서도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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