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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 실습 에 교수들은 학생의 지식 정도를 평

가해야 한다.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통해서 의사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기 때문에  학

생들의 종합 인 학업 성취도를 객 으로 평가하

기가 쉽지 않다. 장성호 등 (1993)의 설문지를 통한 

연구에 의하면 임상 실습 평가의 객  기 이 부

족하다고 했다.  

  그동안 의학교육자들은 평가의 객 성,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으나  학생 지식에 한 평가 

수와 나 에 임상 수행 능력간에 련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과거에 많았다 (O'Donohue & Wergin, 

1978; Marienfeld & Reid, 1980;  김명수 등, 2003).  

그리고 아직 어떤 평가 방법이 유용한 것인지 알려

진 바 없으나, 효과 인 교육이 되기 해서는 신뢰

할 만한 평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상 수행 능력을 객 으로 측정하기 해서 개

발된 방법인 객 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

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이 우리나라에서

도 수년 부터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서보양 등, 

1998; 박훈기 등, 1998; 김병수, 2001). 그러나, 

OSCE 시험은 교수가 단독으로 임상 실습 에 시

행하기에 어려운 이 있다..

  임상 실습 에 학생에 한 평가가 요한 것은 

성 이 떨어진 학생을 일  발견한다면 되먹임을 

통해 학생에게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실제 임상 실습 에 학생의 수행 능력을 종

합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서술  방법인 RIME 모

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가. R-I-M-E (Reporter-Interpreter-Manager 

-Educator) 틀(framework)

  임상 실습 평가에서 객 성이 문제가 된다. 담당 

교수나 수석 공의의 불충분한 찰, 성의 없는 의

견 그리고, 교수간의 기  차이 등 때문에 타당성

(validity)의 문제가 제기 된다.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 (USUHS)  내과에

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서 이 방법

을 개발하여 내과 실습 학생의 평가에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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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RIME Framework for Student Progress (Pangaro, 1999)

  Reporter
Consistently good in interpersonal skills; 

  reliably obtains and communicates clinical findings

  Interpreter Able to prioritize and analyze patient problems

  Manage
Consistently proposes reasonable options incorporating 

  patient preference

  Educator
Consistent level of knowledge of current medical evidence; 

  can critically apply knowledge to specific patients 

(Noel, 1987).

  이 모형은 발달 근법 (developmental approach)

을 이용하여 수행 (performance)을 기본 (basic)과 진

(advanced) 수 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각 단계는 

기술, 지식  태도를 비롯하여 문가로서의 수행 

능력 (competency)을 얻는 과정을 악할 수 있게 

종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Ⅱ). 각 수 에 해

당하는 수행 능력은 다음과 같다 (Table Ⅰ)(Pangaro, 

1999).

1) 정보제공자 (Reporter)

  환자에게서 병력을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로 학생은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  기술과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지에 

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basic knowledge for 

what to look for). 환자의 질문 (what)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정상과 비정상인 것을 구분 할 수 있어

야 하며, 환자의 새로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을 잘 지키는지, 환자의 경과

를 악하고 있는 지와 같은 일일 (day-to-day) 신뢰

도 (reliability)가 강조된다. 한 책임능력 (responsi-

bility)이 있어야 하고 환자와의 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 는 4학년 학생이 도달해야 

될 수 이다.

2) 해석자 (Interpreter)

  정보제공자 수 보다 높은 지식과 술기를 갖고 환

자의 문제들 에서 우선 순 를 정할 수 있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독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 학생이 항상 답을 옳은 답을 한다고 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 으로부터 가능

성이 있는 질환을 최소한  3가지를 답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본다.  한 환자 진료에 있어 단순한 

찰자 (bystander)가 아닌 극 인 참여자 (parti-

cipant)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왜(why)”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턴이 갖추어야 할 수

이다.  

3) 리자 (Manager) 

  환자에게 필요한 행 를 함에 있어 필요한 고도

의 지식과 술기가 있는 단계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을 환자에게 설명 할 수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how)”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진단  치료 계획으로 합한 세 가지 방

법을 제시하면 자격이 있다고 본다.

  인턴 과정을 수료할 때는 이 수 이 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높은 수

의 인 기술 (interpersonal skill)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  선택에 따라서 문  검사 

는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자 (Educator)

  리자의 한 부분이다. 이  단계까지는 자발  

학습 (self-directed learning)과 기본  지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문 인 공부를 더 하

고 그 지식을 남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떤 연

구를 더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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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Evaluation sheet for RIME model at USUHS (From Pangato, Workshop on student evaluation at Texas 

A&M Univ.,2003)

기본이 되는 확실한 근거에 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지던트가 갖추어야 할 단계이다.  한 의 일

원으로 성숙 (maturity)과 신뢰 (confidence)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RIME 법을 사용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이 있는데, 단어 (word)는 주 (subjective)이고 

숫자는 객 (objective)이라는 고정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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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garo (2000)는 지난 15년간 약 3,000명의 학생

에게 되먹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반응 

모양을 발견했다. 즉, 학생이 낮은 평가를 받으면 평

가가 주 이라고 하면서 교수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반응하거나, 반 로 교수가 어떤 학생에

게는 부족하지만 낮은 수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교수의 평가가 부정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동안 여러 명의 환자를 

다루는 것을 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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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haracteristics of the USUHS Formal Evaluation Session

  All teachers meet together for discussion of student's progress using the RIME framework

  Determines "What is the next step ?" for each student

  Mastery of core goals is documented

  Clerkship director guides observations, gives feedback to teacher on recommended grade occurs at 

least monthly in 12 week clerkship

나. 격식 평가 토의(Formal Evaluation Session) 

 되먹임 토의(feedback session)

  학생들을 일 성 있게 평가하기 해서는 교수들

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 에서 USUHS에서는 격식 평가 

토의가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생각했다 (Table 

Ⅲ). 여기서는 임상 실습 담당 리자 (clerkship 

director) 가 총 12주의 내과 실습 동안 3, 4주 간격

으로 정기 으로 담당교수와 교육 담당 공의들과 

회의를 갖고 학생의 수행 (performance)을 평가한다. 

회의는 임상실습 담당자가 주재를 하며, 교육에 참

여했던 교수와 공의들은 RIME 기 에 의해서 학

생의 수 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뒤에 앞으

로 보충할 부분에 해서 언 한다. 이 게 한 학생 

당 15분간의 평가를 한 후 그 다음날 임상실습 담당

자가 학생들을 개인 으로 만나서 학생의 성취도에 

해서 되먹임 (feedback)을 해 다. 여기서는 향후 

노력해야 될 부분과 과의 교육 목표를 알려 주어 수

행 능력이 향상되게끔 해 주는 것이 요하다.

  한 되먹임에 한 학생의 반응 (response)은 후

일  다시 평가의 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게 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도를 2배로 올릴 수 있었다.

   다른 장 은 교수들도 이러한 평가 토의를 통

해서 향 후 학생 교육에 해서 되먹임을 받을 수 

있다. 즉, 학생에게 환자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환자 증례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 인가 등

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신뢰도 (Reliability)

  신뢰도란 결과가 일 성 (consistency), 안정성

(stability) 는 반복성 (repeatability)이 있는 것을 말

한다. 참 수분산 (true score variance)에 의한 찰 

분산(observed variance)의 퍼센티지를 말하며 일반

으로 0.8 이상이면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

는데, Pangaro (1999)는 RIME 평가를 격식 평가 토

의와 함께 함으로서 평가의 신뢰도를 0.8 이상 얻었

다고 했다. 

라. 타당성 (Validity)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 로 측정했

는지 하는 신뢰 (confidence)를 말한다.

  Hemner 등 (1997)은 격식 평가 토의가 학업 성취

도가 낮은 학생을 발견하는데 효과 인가를 연구 

했다. 표  검표 (standard checklist)와 격식 평가 

토의에 의한 학생 평가를 각각 NBM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subjective 시험 결과

와 비교해 본 결과 NBME subjective 시험 수가 

300  미만인 학생이 16명이었는데, 검표 평가

(ckecklist rating)에 의해서는 16명  3명 (민감도 

19%), 격식 평가 토의에 의해서는 그  7명 (민감

도 44%)이 발견되어 NBME subjective 시험에서 낮

은 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발견하는 빈

도가 격식 평가 토의를 통한 평가에서 높았다.  

  한 Hemner 등 (2000)은 내과 실습 학생을 상

으로 표  검표, 서면 견해 (written comments)와 

격식 평가 토의의 세 가지 방법 간에  DI (Detection 

Rate = % of needs improvement or acceptable in six 

domain) 차이를 연구했는데, 격식 평가 토의가 다른 

두 방법에 비해 DI 수치가 높아 성 이 나쁜 학생 

발견에 효과 으로 나타났다.

  Utah 의 는 내과 임상 실습의 최근에 임상 수행

(clinical performance) 평가 방법을 RIME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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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정기  격식 평가 토의와 되먹임 토의 (feed-

back session)로 변경하 다 (Battistone et al, 2001).  

격식 평가 토의는 3주마다 개최했으며, 서면 견해와 

통  수치 평가 (global numeric rating, 0=failing, 

1=marginal, 2=competent, 3=very good, 4=excellent)

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RIME은 간 평가 (inter-

mediate rating)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통계 처리를 

해서 숫자로 다음과 같이 변환했다. Observer 

(O)=0, O-reporter(R)=0.3, R=1, R-Interpreter(I)=1.5, 

I=2, I-Manager(M)=2.5,  M=3, M-Educator(E)=3.5, 

E=4.  

  그 결과 RIME 수가 통  수치 평가에 비해서 

평가 토의가 여러 번 진행됨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훨씬 더 올라갔고, 수도 정규 분포를 보

여 임상 실습에서 학생의 학업 진행 (progress)의 정

도를 알아내는데 통  수치 평가에 비해서 유익했

으며, 한 학생들에게는 성 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RIME 평가는 학생의 행동 (behavior)과 수행 (per-

formance)에 기 를 했으며, 평가 토의를 통해서 임

상 실습 담당자는 담당 교수들과 교육 목 에 해

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수로 하여  교육

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는 무작  조 (randomized, con-

trolled) 연구가 아니고, 일 년간의 코호트 연구로 개

인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등의 제한 을 갖고 있지만  

RIME 평가가 등  팽창 (grade inflation)을 방지하

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 다.

마. 가능성 (Feasibility)

  가능성이란 실제로 어떤 평가 방법을 실행 할 수 

있는 시간, 비용  공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Utah 의 의 Battistone 등 (2002)은 RIME 평가법의 

가능성 (feasibility)에 한 연구를 2년 동안 했는데, 

평가 토의는 3～4주마다 열렸고, 임상 실습 담당자

가 토의를 주재하고 교육 담당 수석 공의와 담당 

교수가 참석하여 학생에 해서 RIME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들을 

토의했다.  

  이 연구의 목 은 학생, 공의  교수들이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나를 알아보는 것이 목 이

었는데, 모두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서술  평

가는 치우침 (bias)이 있다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 

신뢰성과 타당성 (validity)이 있는 방법인 동시에 어

떤 장소에서와 모든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

다.

바. 한계 (Limitation) 

  지 까지 RIME 법에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 들이 있다.

  즉, 임상 실습하는 모든 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고 주로 내과에서만 시행되었다는 , 연구 기

간이 주로 1년으로 다년간 추세를 반 하지 못했다

는 ,  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은 환자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다는 , RIME의 각  수 으로의 변화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이다. 지식, 추론 능력 (reaso-

ning ability)  bedside 기술 (skill)을 평가할 수 있

는  다른 유용한 방법으로는 다지 선다 (multiple- 

choice) 시험과 OSCE 시험이 있다. 다지 선다 시험

은 단지 지식 역의 수행을 평가하고,  OSCE 시험

은 임상 실습 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하기에는 시

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시험이라는 제한 이 있지

만  RIME model과 더불어 임상 실습 간 는 끝

난 후에 히 이용하면 반  평가에 더욱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   론

  RIME 법은 시행에 있어 임상 실습 담당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교수들이 쉽게 이

용할 수 있고, 실습의 목 과 목표를 지속 으로 유

지 할 수 있고, 학생과 공의 는 교수들 간에 

화의 기회가 되며, 학생에게는 되먹임이 신속하게 

되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  선택 (multiple-choice) 시험과 OSCE

와 같은 평가법들을 RIME 모형과 같이 이용하면 

더욱 효율 이다.

  지 까지 발표된 RIME모형에 한 연구들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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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

성를 높이고 병원과 임상과에 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RIME 모형을 해서는 교수에 한 교육과 

체계 인 연구가 향 후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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