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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행시험에서 ‘환자의사관계’ 영역의 특성
-평가영역 간 관계분석을 통하여
1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２한국교육개발원

한재진1, 이명진1, 임현정２

Purpo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PI) domain in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This research aimed to understand the PPI domain in the CPX through a psychometric and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domains. 
Methods: Data were drawn from 1,302 examinees on a set of 6 common CPX cases and 1,066 on a ‘bad news delivery’ case.
All cases included 7 PPI items, among which we calculate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rrelations were made between PPI
and the other domains. Analyse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latent factors and controlled measurement errors. To calculate the disparity between colleges, we performed a multi-level analysis. 
Also, we conducted t-tests to investigate the consistency of the PPI and information sharing (IS) scores in the 'bad news delivery' 
case.
Results: Correlation between the mean PPI score and the total CPX score was high (0.707). The correlations between PPI and
other domains were; 0.904 for the patient's overall satisfaction, 0.41 for history taking, and 0.327 for patient education. In SEM, 
these correlations between latent variable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level-2 (between-school component) variance in PPI was
4.1%. For 'bad news delivery', the group that checked 'yes' on the IS items had higher PPI scores (mostly p<0.01).
Conclusion: PPI is an influential domain of the CPX and is highly related with the patient's overall satisfaction, clinical courtesy,
and history taking. Disparities between schools in PPI are relatively small, such that the PPI could be due to individual factors rather
than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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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가도구인 객관

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혹은 임상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은 평가 도구로서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기 위

하여 실제 진료 현장에서 행해지는 환자 진료 형태, 즉 의사와 

환자의 대화, 신체진찰을 포함한 정보수집, 환자교육, 환자관

리 등과 같이 보다 복잡한 임상 상황을 표준화하여 시험 형태

로 만들게 된다[1,2]. 하지만 진료 모습을 분절화하여 개발하

게 되는 CPX 평가 도구는 그 속성상 사용하는 증례의 내용, 

증례 수, 평가 문항, 표준화 환자, 평가자 및 평가 방법 등의 

변수들이 합격선 결정을 포함한 표준화 평가 도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의 적정화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대

부분의 CPX 증례는 실제 임상 수행의 핵심 요소인 ‘환자로부

터의 정보 수집’, 이를 통한 ‘임상추론’ 및 ‘환자-의사 관계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PI)’의 세 가지 공통된 구

성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위 구조로 분절되는데 이러

한 하위 구조 혹은 세부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 도구화

하는 것이 적절한지, 특히 PPI 영역의 문항 구성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는 논란이 있다[4]. 따라서 CPX 내의 분절화

된 하위 구조와 각각의 세부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타당도 검증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

안 PPI 영역에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조기임상교육과

정으로 시행한 ‘의료대화수업’의 성적과 추후 시행한 CPX에

서의 PPI 점수 및 PPI 항목과의 연관성이나[5], CPX의 정보 

공유가 PPI 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되었다[6,7].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의 CPX를 구성하고 있

는 하위 영역 중에서 PPI 영역과 타 영역(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임상예절, 정보 나누기 등)과의 다각적인 관계 분

석을 통해 사례와 문항에 따른 PPI 점수 분포의 차이, PPI 점

수와 총점 및 타 영역 점수의 상관관계, PPI 점수의 학교별 

차이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사 도구의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도 검증을 위한 일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분석과 수집된 증거는 향후 보다 

통합적으로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사례와 문항에 따른 PPI 점수의 차

이 검증, 유사 영역 점수와의 일치 정도, 임상수행능력에 학교

의 특성이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타 영역에 비해 PPI 

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서 시행한 1,640명의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의과

대학은 18개교로 각 대학별 학생 수는 38~173명으로 다양하

였으며,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5~10개 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행한 사례의 수와 종류가 다를 경우에도 개인

의 CPX 점수는 100점 만점인 사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

므로 어떤 사례를 시행했는가가 CPX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CPX에는 일정 부분 사례 특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8], 이러한 사례 특이성이 각 사례의 평균을 이용하여 

영역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 오차원(source of error)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행한 6개 사례를 모두 치른 학생만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으며 추출된 연구대상의 수는 15개 대학에 소속된 

의과대학생 1,302명이었다. 다만, ‘나쁜 소식 전하기(사례 7)’

에서 정보나누기 영역 점수와 PPI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할 

때에는 이 사례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

며, 12개 대학 1,066명의 의과대학생이 이에 해당하였다.

2. 측정 도구

  CPX 사례는 전반적 평가(GR), 병력청취(HT), 신체진찰

(PE), 임상 의사 예절(CC), 환자-의사 관계(PPI), 환자교육

(EDU)과 기타 정신과적 평가(PSY), 정보 나누기(IS)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PPI 영역은 0점부터 5점까지의 6단계 척도 

7문항으로 모든 사례에 동일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관계 형성’, ‘청취 능력’, ‘환자 격려’, ‘분위기 조성’, ‘예

의’, ‘정보 전달’, ‘전문가적 태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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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PPI Score by Case Total Score 
(n=1,302)

Case
PPI score Total score

Mean SD Mean SD Cronbach' α
1 64.34 11.78 56.99 12.86 0.904
2 59.35 12.72 47.95 11.41 0.897
3 60.69  9.32 50.54 12.17 0.889
4 59.88 13.29 55.04 10.25 0.913
5 63.27  9.56 62.03 11.02 0.867
6 60.92  9.88 60.68  9.68 0.881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SD: Standard deviation.

3. 자료 분석

  1) 본 연구에서는 ‘인사하기’ 영역을 총점에서 제외하였으

며, ‘신체진찰’ 영역 점수와 ‘임상예절’ 영역이 구조상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임상예절’ 점수가 ‘해당 없음’으로 채점된 경우

에는 0점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를 수정하고 공통된 

6개 사례의 평균으로 CPX의 각 영역 점수 및 총점을 재계산

하였다.

  2) PPI 문항의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고 PPI 점수 및 사례별 총점의 기술 통계치

를 산출하여, 각 사례별 PPI 점수와 사례 총점의 분포가 어떠

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3) PPI 영역과 타 영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구조방정

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측

정오차를 고려한 잠재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정된 모

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NNFI, CFI와 RMSEA를 이용하며 관

련 문헌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

였다[9]. 보통 NNFI는 값이 높아질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을 나타내며 대체로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고, RMSEA가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가 0.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가 0.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가 0.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10].

  4) PPI 점수 및 타 영역 점수가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수준에 학생수준이 포함되는 2

수준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서 학교수준 분산

을 산출하고, 전체 분산에서 학교차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학교( j )에 다니는 학생( i )의 점수(Yij)는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수준: 학생수준]

  Yij=β0j +rij , rij ~N (0, σ2 )

  [2수준: 학교수준]

  β0j =γ00+u0j, u0j~N (0, τ00 )

  위의 식에서 전체 학생의 만족도 분산을 고려해 보면, 총분

산은 해당 학교에 소속됨으로써 나타나는 학교의 고유한 분

산(τ00)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개인차 분산(σ2)

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전체 만족도의 분산 중에서 학교수

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τ00 /(σ2+τ00 ))을 산출함으로써 학

생의 만족도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산

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5) 나쁜 소식 전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나누기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와 PPI 점수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이용하여 정답 여부에 따른 PPI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하였다.

결과

1. PPI 점수의 분포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6개 사례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

된 PPI 점수와 사례 총점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비교하

였다(Table 1, Fig. 1).

  PPI 점수는 1번 사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번 사례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약 5점의 차이를 보였다. 사례 총점

은 5번 사례에서 가장 높았고 2번 사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14점이었다. PPI 영역에서나 병력 

청취, 신체 진찰 등 다른 임상수행능력 영역에서 사례 2가 가

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PI 점수는 사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반하여 사례 총점은 사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PPI 이외에 임상

수행능력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인이 사례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I 점수와 사례 총점 모두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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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PI) Scores by Cas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se Score, PPI Score 
and CPX Final Score

Correlation Mean correlationa)

Case 1-PPI 1 0.637b) 0.595
Case 2-PPI 2 0.672b) 0.624
Case 3-PPI 3 0.640b) 0.644
Case 4-PPI 4 0.683b) 0.705
Case 5-PPI 5 0.636b) 0.665
Case 6-PPI 6 0.619b) 0.595
CPX-PPI 0.707b)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
nation.
a)Mean correlation between standardized patients, b)p<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PI and Other Domains of CPX

Domain of CPX GR HT PE EDU CC PPI
HT 0.445a)

PE 0.374a) 0.465a)

EDU 0.317a) 0.147a) 0.138a)

CC 0.353a) 0.256a) 0.507a) 0.106a)

PPI 0.904a) 0.410a) 0.332a) 0.327a) 0.375a)

CPX score 0.715a) 0.816a) 0.725a) 0.342a) 0.587a) 0.707a)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GR: Global rating, HT: 
History taking, PE: Physical exam, EDU: Patient education, CC: 
Clinical courtesy,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a)p<0.01. 

차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번 사례에서의 PPI 점수 표준편

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서 해당 사례에서 학생의 PPI 점수

에서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PPI 점수와 사례 총점과의 상관관계

  PPI 점수와 사례 총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마다 4~5명의 표준화 환자

가 투입되었는데, 이 차이로 인하여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표준화 환자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값을 같이 제시하였다(Table 2).

  전체적으로 PPI 점수와 사례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0.6에서 

0.7 사이에 분포하였고 표준화 환자별 상관계수의 평균값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준화 환자의 구성에 따라서 채점자

간 상관계수의 편차가 큰 사례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유사

한 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PPI 점수 평균과 CPX 총점과의 상

관은 0.707로 나타났다. PPI와 사례 총점, CPX 총점과의 상

관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

로, PPI가 임상수행능력과 상관이 높은 주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PPI 점수와 사례 총점의 상관계수가 각 사례에 관

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

례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사례별 PPI의 신뢰도는 0.867~0.904로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나서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PPI 점수와 타 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

  PPI 영역이 임상수행능력의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 6개 사례 평균 점수 간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PI와 타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대략 0.3에서 0.4 사이에 분포하였고, 그 중 병력

청취와의 상관이 0.410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교육과의 상

관이 가장 낮았다(r=0.327). PPI 영역이 어느 특정 영역과 상

관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고

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CPX의 각 사례에는 평가지 제일 처음에 학생 의사에 대한 

표준화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있는데, 이 문

항과 PPI의 상관계수가 0.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개 문

항이 PPI 점수 변화의 80% 이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의미

로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PPI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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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s between Latent Variables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Goodness of fit index: χ2=1447.59, df=183, (p=0.000). NNFI=
0.714, CFI=0.750, RMSEA=0.073. HT: History taking, PE: Physical
exam, CC: Clinical courtesy,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Table 4. Variance Component Ratio Using Multilevel Analysis

　
 Variance component (%)

Between-school Within-school
HT 32.31 (32.6)  66.95 (67.4)
PE 68.25 (33.4) 136.14 (66.6)
EDU 14.82 (6.6) 210.48 (93.4)
CC 38.25 (17.6) 178.71 (82.4)
PPI  1.73 (4.1)  40.58 (95.9)
CPX final score 16.60 (31.7)  35.79 (68.3)

HT: History taking, PE: Physical exam, EDU: Patient education, CC: 
Clinical courtesy,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총점과 하위 영역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체적

으로 배점이 높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영역이 총점과의 상관

이 높게 나타났다. PPI와 CPX 총점과의 상관은 0.707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PPI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전반적인 만

족도와 총점의 상관도 0.715로 높았다. 반면 임상예절은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r=0.587), 환자교육 영역이 총점과 상

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잠재변수 간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보다 정확한 요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상관계수 분석에서 사용한 

5개 영역을 투입한 5요인 모형과 다른 영역과의 상관이 낮을

뿐더러 각 사례별 점수 간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환자교육 영역을 제외한 4요인 모형을 대안적으로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보다 적합하다

고 평가되는 4요인 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선택된 모형

의 적합도는 RMSEA=0.073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

였다[9,10].

  Table 3에 제시된 상관계수와 비교해 볼 때, 잠재변수 간 

상관은 전체적으로 기존 영역 점수 간 상관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 PPI 영역은 병력청취와 임상예절과 0.65, 신체진찰과 

0.48의 상관을 나타내어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

로 병력청취와 임상예절 점수가 높을수록 PPI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PPI를 제외한 다른 영역 간 상관

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진찰과 임상예절은 0.90의 높

은 상관을 보였다.

4. PPI 점수의 학교차 분석

  PPI 점수의 학교 간 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층분석을 

이용해 학교 간 분산 비율을 산출하였다(Table 4). 본 연구의 

자료는 학생이 학교에 포함된 2수준 다층자료로 볼 수 있으므

로 다층분석을 통하여 전체 분산을 분석하면, 학교차에 기인

한 학교 간 분산과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개인차에 기

인한 학교 내 분산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분산성분 분석 결과, PPI 점수의 학교 간 분산은 4.1%로 타 

영역에 비하여 학교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차가 큰 

영역으로는 신체진찰(33.4%), 병력청취(32.6%)를 들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전체 CPX 점수 분산의 31.7%가 학교차에 기

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받은 CPX 점수의 30% 

이상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학교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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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s of PPI Scores with Results of Performance 
on Checklist Items in the 'Bad-News-Delivery' Case

Items
Results of 

performance
PPI score t-

statisticsn Mean SD
 Relationship 1 Yes 551 69.3 11.0 12.65a)

No  515 61.7 8.3 
 Relationship 2 Yes  998 66.4 10.2  9.35a)

No 68 54.5 8.9 
 Relationship 3 Yes 892 67.3 10.0 12.59a)

No 174 57.1  8.4 
 Explaining 1 Yes 831 66.3 10.8  3.89a)

No 235 63.3  8.8 
 Explaining 2 Yes  756 67.2 10.9  8.10a)

No 310 61.7  8.1 
 Explaining 3 Yes 1,044 65.9 10.2  6.10a)

No 22 52.3 13.6 
 Listening Yes 1,054 65.7 10.5  2.26b)

No 12 58.8  9.3 

PPI: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SD: Standard deviation.
a)p<0.01, b)p<0.05.

PPI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학교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지 않

고 학생 개인의 차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5. ‘나쁜 소식 전하기’에서의 PPI 

  ‘나쁜 소식 전하기’에 해당하는 사례 7에는 정보 나누기 영

역을 측정하는 14문항이 ‘예/아니오’의 2점 척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 중 PPI의 문항과 내용상 직 ․ 간접적으로 일치하는 7

개 문항을 선정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여부에 따라 PPI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였다(Table 5).

  ‘나쁜 소식 전하기’ 사례의 정보나누기 문항 중에서 PPI 문

항과 유사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선택된 7문항은 공감이나 충

분한 설명 등과 같이 분위기 조성, 정보전달, 청취능력과 관련

된 수행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해당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PPI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

라고 응답한 집단의 PPI 평균이 최소 3점에서 10점 이상 높

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해당 문항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인 

학생이 PPI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찰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CPX는 평가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증례 내용 및 수, 표

준화 환자의 연기, 채점자, 시험 시간 등의 여러 요소들을 객

관화하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2]. 또한 증례의 세

부 평가 문항의 채점 방법을 개별 행위의 단순한 수행 여부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채점 도구와 개별 

행위의 수행 정도에 대하여 ‘매우 잘함/…/매우 못함’의 기준 

중에서 선택하는 ‘전반적’ 채점 도구의 특성 역시 평가의 타당

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병력 청취나 신체진찰 영역에

서의 채점은 ‘체크리스트’ 채점 도구가 보다 적절하다는 공감

이 있어 왔다. 한편, 개별 행위나 내용 외에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 공감, 대화, 배려, 신뢰 등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PPI 

영역의 채점 도구로써는 ‘전반적’ 채점 도구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으나 그 적절함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으며 채

점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요

구되고 있다[11]. 또한 CPX 문항의 분절화된 영역과 문항들

은 서로가 다른 독립된 평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

만 임상수행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서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 연관된 심리평가측면의 

다양성은 PPI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하면서도 임상 수행의 

전체적인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12]. 

CPX가 의학교육과정의 보편적인 평가 방법이 된 점을 고려

하면 각 영역과 PPI 영역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각

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부

담시험의 합격선 결정에 CPX 각 영역별 점수의 적용을 어떻

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서 PPI 

영역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13].

  본 연구에서 PPI 점수와 표준화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PPI가 환자의 만족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I에서 측정하

고 있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요인들이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에 만족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14]. PPI 점수와 타 영역과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 진찰’ 영역에 비해 ‘병력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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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더 관련이 높았다. 또한 PPI 점수와 CPX 총점 간 상

관은 0.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PPI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PPI는 모든 사례에 동일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공통 문

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PI 영역은 사례 특이성 및 학교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어야 하며, 다양한 사례에 대

해 여러 학교가 응시한 경우에도 PPI 영역에 대한 비교는 어

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PX의 타 영역과 비

교해 보았을 때, PPI 영역의 학교차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임상수행 영역의 능력에 비해서 PPI 

영역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학교마다 비슷한 수준이며, PPI 

점수의 차이는 개인차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PPI 점수에 대한 학교 특색이 없다는 것은 PPI 교육에 대

한 각 학교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PPI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CPX 점수는 학교 차

이보다는 각각의 개인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개인 및 학교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를 볼 때, 개인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학교 간 분산 비율이 약 30%였

다(Table 4). 이는 미국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2 clinical knowledge 점수를 이용하여 

다층분석을 수행한 연구[14]에서 학교 차 분산이 약 6%였다

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 속한 18개 의

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학교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례 특성상, 환자와의 관계가 대부분의 측정요소인 ‘나쁜 

소식 전하기’의 경우에 채점 방법이 다른 항목들을 비교한 결

과 대부분 의미 있게 일치하였다(Table 5). 비슷한 PPI 속성

을 가진 유사 문항의 2점 척도 ‘체크리스트’와 6점 척도 ‘전반

적 채점 도구’의 채점 결과는 모두 학생 평가에 유용할 수 있

으므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채점 문항수를 늘리고 

문항 목적에 맞추어 연관된 세부 내용을 측정함으로써 문항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고 채점자 신뢰도를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은 관찰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소수의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분석 방법으로 임상수행능력평가의 분석에 적

용된 예로는 고부담시험에서 사용된 각각의 증례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타당한 합격선 결정을 위해 총점에서 

제외할 증례를 선택한 연구가 있었으며[15], 전문가적 행동의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자기 성찰이나 자기 통찰 등의 요

소들의 기여도를 관찰하여 그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16].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측정오차를 고

려한 잠재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기존의 상관계수 분

석과 잠재변수 분석을 모두 수행하여 그 구인 간 관계를 수치

화하여 비교하였다(Fig. 2). 즉,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구인 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찰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측정의 오차를 제거한 진점수를 고려하였다는 

점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구인 간 관계 분석이라고 볼 수 있

다. 임상수행평가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채점의 객관성

과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데 비하

여, 평가의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개발된 검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타당도는 검사 점수로

부터 유추되는 해석과 추론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가장 근본

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검사 

점수의 해석과 활용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증거들을 수

집하는 것은 개발된 검사 도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

인 절차로서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사용 증례의 

특성별로 PPI 영역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한 분

석이나 이를 통하여 증례의 범주나 구조화 표준을 달리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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