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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료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는 
학습자들이 표준화환자를 면담하면서 환자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전체적인 진료과정을 평가받는 시험이다1). 그 준비과정으로 
학습자들은 진료수행평가를 위한 교육(이하 CPX교육, 진료수행교
육)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환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2). 
    진료수행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정 술기의 단편적인 수행 
능력이 아닌, 특정 문제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3). 또한 의학교육 내용의 세 영역인 지식, 술
기, 태도 즉, 임상 지식 적용 능력, 임상 술기 이용 능력, 대인관
계, 임상예절 등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균형 있게 높이는데 있다
3-5). 기존의 고전적인 임상술기시험은 하위 기능을 분리하여 시험
을 보는데 반해, 진료수행교육 및 평가는 전체의 진료과정을 한 스

테이션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본다는 차이가 있다6).
    1963년 Barrows에 의해 표준화 환자의 개념이 도입되었고7), 
1984년 미국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임상 진료 시험을 위한 워
크숍이 열렸으며, 이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진료를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게 고안한 평가방법의 명칭을 CPX라고 부르
게 되었고6), 최근에도 미국의 많은 의과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1). 
국내 의학교육에서도 2004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각 
지역별로 CPX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실기 시험의 사례 및 문항 개
발, 표준화환자 훈련 등에 소요되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분담함으
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CPX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부터는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면서 진료수행능력을 평
가하는 CPX 유형을 도입하였다11-13). 치의학교육에서도 치과의사 실
기시험 중 CPX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14), 간호학교육
에서도 CPX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12). 중의학교
육에서도 일부대학에서 표준화환자를 이용하여 임상과 연계되는 교
육과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천진중의약대학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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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CPX에 해당하는 ‘표준화환자 진단치료 
종합훈련’[标准化病人诊治综合实训] 항목을 두고 있다15,16).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7년 교육과정 수립 시 진
료수행교육 도입을 계획하였고17), 2008년, 2010년의 연구를 통해 
해당 모듈들을 개발하고17)「한의학기본교육 진료수행지침」을 발간하
였으며18), 2011년, 2012년에 각각 1기, 2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료수행교육이 진행되었고 임상실기시험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수행교육을 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
상으로 만족도와 자기평가를 조사하여, 향후 진료수행교육의 시행 
및 보완에 있어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1기, 2기 학생들은 3학년 2학
기 필수임상실습Ⅰ, 4학년 1학기 필수임상실습Ⅱ 과정 동안 각 30
주(1기), 26주(2기)의 임상실습을 이수하였는데, 필수임상실습 시작
시에 제공되는 「진료수행지침」을 참고하여 각 과에서 진료를 참관
하였다가 매년 5월에 진료수행교육을 경험하였다. 표준화환자
(Standardized Patient, SP)는 부산연극단 소속 연극인들을 섭외
하여 각 모듈별 ‘표준화환자 시나리오’(SP Scenario)에 기반하여 
해당 전문 교수진이 주당 1회 총 3회씩 훈련한 후 교육에 투입되
었다.

1.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진료수행교육을 받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1기 42명, 2기 52명이며 이 중 각 41명, 5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1기의 1명과 2기의 2명은 임상실습 중이라 설문조사 
장소에 참석치 못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배제하지는 않
았다.

2. 문항 구성 및 척도
    설문 문항은 크게 세 부문인 ‘진료수행교육 학생 만족도 평가
(19문항)’, ‘진료수행교육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4문항)’, ‘진료
수행지침 증상 증례에 관한 평가(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료수행교육 학생 만족도 평가’ 부문은 ‘지침에 대한 적절성 
평가(6문항)’,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평가(5문항)’, ‘표준화
환자(SP)에 대한 만족도 평가(2문항)’,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5문
항)’의 4개 영역으로 세분하였고, ‘진료수행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문항 1개를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
커트(Likert)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
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되었다.
    ‘진료수행교육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부문은 ‘진료수행교
육 수행 시기’, ‘진료수행교육의 진료수행 시간’, ‘CPX경험의 모듈 
개수’, ‘더 개발되어야 할 증상 증례’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진료수행지침 증상 증례에 관한 평가’ 부문은 ‘일반(2문항)’, 
‘호흡기(2문항)’, ‘순환기(1문항)’, ‘소화기(1문항)’, ‘신경정신(3문
항)’, ‘근골격(2문항)’, ‘여성(2문항)’, ‘소아(2문항)’의 8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를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리커트(Likert)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백
분율을 산출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진료수행지침 증례 항목의 자기평가에서 각 항목별 평균값의 
필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성취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 상관
관계(Spearman 순위 상관분석)를 이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결    과

1. 진료수행교육 만족도 평가
 1) 지침의 적절성
    ‘지침의 적절성’ 영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각
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은, 
‘지침의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문항에서 1기 
70.7%(M=3.8), 2기 92%(M=4.3), ’지침의 증례는 병력청취, 신체진
찰, 환자교육이 잘 제시되었다' 문항에서 1기 48.8%(M=3.3), 2기 
78%(M=4.1), ‘지침의 증례는 질문별 韓方･洋方 설명이 잘 제시되
었다' 문항에서 1기 19.5%(M=2.9), 2기 80%(M=4.1), ’지침의 문제
해결 개요(Schema)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46.3%(M=3.3), 2기 84%(M=4.1), ‘지침의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31.7%(M=3.0), 2기 
70%(M=3.9), ’지침의 증례는 임상강의와 잘 연계되었다' 문항에서 1
기 58.5%(M=3.6), 2기 78%(M=4.0)로 나타났다(Table 1). ‘지침에 
대한 적절성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1기 M=3.3, 2기 M=4.1로 
1기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Fig. 1).
 2)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영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은, ‘경험한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문항은 
1기 73.2%(M=3.9), 2기 90%(M=4.2), ’경험한 증례는 임상실습과 
잘 연계되었다' 문항에서 1기 58.5%(M=3.5), 2기 80%(M=4.1), ‘진
료수행시 ‘의사소통과 면담’ 교육은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87.8%(M=4.2), 2기 82%(M=4.1), ‘진료수행교육에 활용된 학습자원
(진료실, 진료도구 등)은 적절하였다' 문항에서 1기 78%(M=4.0), 2
기 76%(M=4.1), ’진료수행교육의 수행 절차(진행과 피드백 프로세스 
등)는 적절하였다' 문항에서 1기 56.1%(M=3.5), 2기 76%(M=4.0)로 
나타났다(Table 1).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1기 M=3.8, 2기 M=4.1이다(Fig. 1).
 3) 표준화환자(SP)에 대한 만족도
    ‘표준화환자에 대한 만족도’ 영역은 총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
답한 비율은, ‘표준화환자는 진료수행시 성실하게 응해 주었다' 문
항에서 1기 90.2%(M=4.2), 2기 86%(M=4.2), ’표준화환자가 각 학
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는 1기 
48.8%(M=3.4), 2기 76%(M=4.0)로 나타났다(Table 1). ‘표준화환자
에 대한 만족도 평가’ 영역의 평균만족도는 1기 M=3.8, 2기 M=4.1 
이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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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영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은, ‘나의 진료수행교육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문항에서 
1기 78%(M=4.0), 2기 92%(M=4.3), ’진료수행교육은 진료수행 능
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87.8%(M=4.1), 2기 
90%(M=4.3), ‘진료수행교육은 한의학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46.3%(M=3.4), 2기 74%(M=4.1), ’진료수행
교육은 양의학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1기 
73.2%(M=3.9), 2기 76%(M=4.1), ‘진료수행교육은 ‘의사소통과 면
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은 1기 80.5%(M=4.0), 2기 
80%(M=4.2)이다(Table 1).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영역의 평균만
족도는 1기 M=3.9, 2기 M=4.2로 영역들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ig. 1).
 5) 진료수행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진료수행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묻는 ‘전체적으로 
진료수행교육은 유익하였다’ 문항에서 1기 87.8%(M=4.1), 2기 
92%(M=4.4)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답하였다(Fig. 2).

Fig. 1. Student's satisfaction level for each region of CPX education.

Table 1. Student's satisfaction about Clinical Performance Training Curriculum

Items
The 1st class The 2nd class

M±SD Degree M±SD Degree
　 5 4 3 2 1 　 5 4 3 2 1

Guidelines 3.3±0.8 　 　 　 　 　 4.1±0.7 　 　 　 　 　

1 The case and the level of module were appropriate. 3.8±0.7 6
(14.6)

23
(56.1)

10
(24.4)

2
(4.9) 0 4.3±0.6 18

(36)
28
(56)

4
(8) 0 0 

2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and patient education 
were properly presented. 3.3±1.0 3

(7.3)
17

(41.5)
14

(34.1)
5

(12.2)
2

(4.9) 4.1±0.7 15
(30)

24
(48)

11
(22) 0 0 

3 Korean and western medical explanations were well 
presented in each item. 2.9±0.8 1

(2.4)
7

(17.1)
22

(53.7)
10

(24.4)
1

(2.4) 4.1±0.8 15
(30)

25
(50)

9
(18)

1
(2) 0 

4 Problem solving schema facilitated learning. 3.3±0.8 2
(4.9)

17
(41.5)

14
(34.1)

8
(19.5) 0 4.1±0.7 15

(30)
27
(54)

7
(14)

1
(2) 0 

5 Reference book and data was helpful for learning. 3±0.9 2
(4.9)

11
(26.8)

19
(46.3)

7
(17.1)

2
(4.9) 3.9±0.8 13

(26)
22
(44)

13
(26)

2
(4) 0 

6 Module was well linked to clinical lecture. 3.6±0.7 3
(7.3)

21
(51.2)

14
(34.1)

3
(7.3) 0 4±0.8 15

(30)
24
(48)

9
(18)

2
(4) 0 

Module &  Learning environment 3.8±0.8 　 　 　 　 　 4.1±0.8 　 　 　 　 　

7 The case and the level of module were appropriate. 3.9±0.6 5
(12.2)

25
(61.0)

11
(26.8) 0 0 4.2±0.6 15

(30)
30
(60)

5
(10) 0 0 

8 Module was well linked to clinical lecture. 3.5±0.8 3
(7.3)

21
(51.2)

13
(31.7)

3
(7.3)

1
(2.4) 4.1±0.8 16

(32)
24
(48)

9
(18) 0 1

(2)

9 'Medical interview' class was helpful for diagnostic 
performance. 4.2±0.8 14

(34.1)
22

(53.7)
2

(4.9)
3

(7.3) 0 4.1±0.9 16
(32)

25
(50)

7
(14)

1
(2)

1
(2)

10 Learning environment(consulting room, diagnostic tools) 
were appropriate. 4±0.8 12

(29.3)
20

(48.8)
8

(19.5)
1

(2.4) 0 4.1±0.8 19
(38)

19
(38)

11
(22)

1
(2) 0 

11 Performance process(progress, feedback) was appropriate. 3.5±0.8 4
(9.8)

19
(46.3)

14
(34.1)

3
(7.3)

1
(2.4) 4±0.7 12

(24)
26
(52)

11
(22)

1
(2) 0 

Standardized  Patients 3.8±0.8 　 　 　 　 　 4.1±0.8 　 　 　 　 　

12 Standardized patient was earnest. 4.2±0.6 11
(26.8)

26
(63.4)

4
(9.8) 0 0 4.2±0.7 18

(36)
25
(50)

7
(14) 0 0 

13 Standardized patien's feedback was useful. 3.4±0.9 3
(7.3)

17
(41.5)

14
(34.1)

7
(17.1) 0 4±0.8 14

(28)
24
(48)

12
(24)

2
(4) 0 

Self-assessment 3.9±0.8 　 　 　 　 　 4.2±0.7 　 　 　 　 　

14 I participated in CPX actively. 4±0.7 11
(26.8)

21
(51.2)

9
(22.0) 0 0 4.3±0.6 21

(42)
25
(50)

4
(8) 0 0 

15 CPX education helped diagnostic performance ability to be 
enhanced. 4.1±0.7 12

(29.3)
24

(58.5)
4

(9.8)
1

(2.4) 0 4.3±0.6 19
(38)

26
(52)

5
(10) 0 0 

16 CPX education helped Korean medical knowledge-skills to 
improve. 3.4±0.9 6

(14.6)
13

(31.7)
15

(36.6)
7

(17.1) 0 4.1±0.9 18
(36)

19
(38)

12
(24) 0 1

(2)

17 CPX education helped western medical knowledge-skills to 
improve. 3.9±0.8 8

(19.5)
22

(53.7)
10

(24.4) 0 1
(2.4) 4.1±0.8 18

(36)
20
(40)

11
(22)

1
(2) 0 

18 CPX education helped improve 'medical interview' ability 
to improve. 4±0.8 11

(26.8)
22

(53.7)
6

(14.6)
2

(4.9) 0 4.2±0.8 20
(40)

20
(40)

9
(18)

1
(2) 0 

Overall satisfaction 　 　 　 　 　 　 　 　 　 　 　 　

19 CPX was a useful educational method overall 4.1±0.6 8
(19.5)

28
(68.3)

5
(12.2) 0 0 4.4±0.6 23

(46)
23
(46)

4
(8) 0 0 

CPX: Clincal Performance Examination,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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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level for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2. 진료수행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1) 진료수행교육 운영 시기 
    진료수행교육 시행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임상실습 

후반부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1기 53.7%, 2기 
61.5%의 비율이었고, ‘3학년 임상강의 중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의견이 1기에는 없었으며, 2기에서는 5.8%였다. ‘임상실습 
중 각과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1기 35.4%, 2기 
14.4% 비율을 차지하였고, 임상실습이 끝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1기 11%, 2기 19.2%였다(Table 2).
 2) CPX 평가 시간
    진료수행시험 시간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10분이 적절하
다’는 의견이 1기 40%, 2기 50%, ‘12분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1기 30%, 2기 32.7%, ‘15분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은 1기 30%, 
2기 17.3%였으며, ‘8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1기, 2기 모두 
없었다(Table 2).
 3) CPX 경험의 모듈 개수
    진료수행교육에서 1기는 4개, 2기는 6개의 모듈을 경험하였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모듈 개수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
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기 39%, 2기 53.8%였고, ‘10개 

Table 2. Student's opinion about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urriculum
When CPX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he 1st class The 2nd class
① in the 3rd clinical lecture 0(0%) 3(6%)
② during clinical training for each department 15(35%) 7(14%)
③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clinical traning(current) 22(54%) 32(61%)
④ after clinical traning 4(11%) 10(19%)

Which is the optimal duration time for CPX?
The 1st class The 2nd class

① for 8min 0(0%) 0(0%)
② for 10min(current) 16(40%) 26(50%)
③ for 12min 12(30%) 17(33%)
④ for 15min 12(30%) 9(17%)

What is the optimal number of module?
The 1st class The 2nd class

① should be reduced 0(0%) 0(0%)
② should be current 16(39%) 28(54%)
③ should be extended (10 or more) 21(51%) 17(33%)
④ should be significantly extended (20 or more) 4(10%) 7(13%)

Table 3. Module that should be developed for improvement of Korean primary medical care ability

symptom The 1st 
class

The 2nd 
class symptom The 1st 

class
The 2nd 

class symptom The 1st 
class

The 2nd 
class

chest pain 3 2 stomachache 17 9 irregular menstruation 3 1
hemoptysis 1 1 sterility 1 0 mammalgia / lump 1 1
convulsion 2 1 red sterility 0 1 drinking 4 1

hypertension 5 1  before childbirth checkup 2 1 clouded consciousness 0 1
joint pain 5 1 diarrhea 7 8 dyslipidemia 1 0

vomit 2 2 sexual dysfunction 1 0 vaginal discharge 1 0
consultation of the 

stop-xmoking 4 2 growth delay 1 4 weight reducing 1 1

mood change 0 1 uracratia 1 3 weight increasing 6 3
defects of memory 0 2 indigestion 21 6 runny nose / nosal congestion 1 3

caugh 3 0 hands quiver 1 1 weaken arms and legs or 
paresthesia 3 2

telling bed news 4 3 hands and feet asleeping 1 0 tiredness 13 8
polyuria 0 1 easily getting bruises 1 1 infectious diseases of skin 0 1

palpitation 0 1 jaundice 6 1 rashes 7 4
headache 18 12 faint 1 0 hypouresis 0 1

cervicodynia 4 2 drug abuse 1 0 back pain 1 0
fever 7 5 deciphering diagnostic image 1 0 bloody excrement 0 1

urination disorder 9 1 vaccination 2 0  difficulty in breathing 2 0
constipation 1 1 frozen shoulder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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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기 51.2%, 2기 32.7%, ‘2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은 1기 9.8%, 2기 13.5%였으
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기, 2기 모두 없었다. 1기는 1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2
기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가장 높은 비율로 답
하였다(Table 2).
 4) 더 개발되어야 할 증상 증례
    일차진료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증상 증례를 다중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1기와 2기 모두 5명 
이상의 학생이 더 개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증례에는 ‘두통’, ‘발
열’, ‘복통’, ‘설사’, ‘소화불량’, ‘피로’가 있었고, 1기의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한 증례에는 ‘고혈압’, ‘관절통증’, ‘배뇨이상’, ‘체중
증가’, ‘피부발진’, ‘황달’이 있었으며, 특별히 2기 학생들만 선택한 
증례는 없었다(Table 3).
  
3. 진료수행지침 증상 증례 평가
    진료수행지침은 일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신경정신, 근골
격, 여성, 소아 7개 영역의 15개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필요
도, 난이도,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1) 필요도
    진료수행지침 증례의 필요도는 1기 M=2.6, 2기 M=2.7으로 나
타났다. 1기와 2기에서 평균 이상의 필요도를 보이는 증례에는 ‘어
지러워요’, ‘기침이 나요’, ‘변비’, ‘잠을 못자요’, ‘허리가 아파요’, 
‘관절이 붓고 아파요’, ‘월경이 없어요’가 있었고, 2기에서는 ‘콧물
이 나요’와 ‘우리 애가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도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이는 것은 ‘어지러워요’, ‘변비’, ‘허리가 
아파요’ 이다(Table 4, Fig. 3).
 2) 난이도
    진료수행지침 증례의 난이도는 1기 M=2.2, 2기 M=2.3으로 나
타났다. 1기와 2기에서 평균 이상의 난이도를 보이는 증례에는 ‘어
지러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허리가 아
파요’, ‘관절이 붓고 아파요’, ‘질분비물이 많아요’, ‘월경이 없어요’, 
‘우리 애가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가 있었고, 2기에는 ‘기침이 나
요’도 포함되었다. 1기와 2기의 평균으로 비교할 때 ‘어지러워요’에

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Table 4, Fig. 3).  
 3) 성취도
    진료수행지침 증례의 성취도는 1기 M=2.2, 2기 M=2.3으로 나
타났다. ‘어지러워요’,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나요’, ‘변비’, ‘잠을 
못자요’, ‘허리가 아파요’의 증례에서 1기와 2기 모두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고, ‘우리 애가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에서 1기가 평
균 이상의 성취도를, ‘불안해요’와 ‘월경이 없어요’에서 2기가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어지러워요’, ‘변비’, ‘허리가 아파요’ 이다(Table 4, Fig. 3).

Fig. 3. Guideline's necessity, difficulty, achievement by symptom.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the 1st class and the 2nd 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necessity 0.851**
difficulty 0.821**

achievement 0.71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spearman's correlation oefficient. **p<0.01

 4)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 상관관계
    진료수행지침 증례에 대한 기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필요도에서 
r=0.851, p<0.01, 난이도에서 r=0.821, p<0.01, 성취도에서 
r=0.711, p<0.01로 모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1기, 2
기 각각의 필요도와 난이도 사이, 난이도와 성취도 사이에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필요도와 성취도 사이에는 1
기(r=0.789, p<0.01), 2기(r=0.723, p<0.01) 모두 강한 상관관계를 

Table 4. Guideline's necessity, difficulty, achievement by symptom

category symptom
necessity difficulty achievement

The 1st class The 2nd class The 1st class The 2nd class The 1st class The 2nd class

general
1 dizziness 2.8±0.4 2.8±0.4 2.5±0.5 2.5±0.5 2.6±0.5 2.4±0.6
2 something in throat 2.0±0.7 2.5±0.5 2.0±0.4 2.2±0.5 2.0±0.5 2.2±0.5

respiratory system
3 cough 2.8±0.5 2.9±0.3 2.1±0.5 2.3±0.5 2.4±0.5 2.4±0.5
4 runny nose 2.6±0.6 2.8±0.4 1.9±0.4 2.1±0.3 2.3±0.5 2.3±0.6

circulatory system 5 palpitation 2.4±0.6 2.6±0.5 2.3±0.5 2.4±0.5 2.1±0.5 2.2±0.6
digestive system 6 constipation 2.7±0.4 2.8±0.4 2.0±0.4 2.2±0.4 2.6±0.5 2.4±0.6
nervous system 7 insomnia 2.8±0.4 2.8±0.4 2.1±0.5 2.4±0.5 2.5±0.5 2.4±0.5

neuropsychiatry
8 anxiety 2.3±0.7 2.5±0.6 2.1±0.4 2.2±0.4 2.0±0.5 2.3±0.5
9 defects of memory 2.3±0.3 2.5±0.6 2.3±0.6 2.3±0.5 2.1±0.6 2.2±0.6

musculoskeletal system
10 back pain 2.9±0.3 2.9±0.3 2.4±0.6 2.4±0.5 2.6±0.6 2.4±0.5
11 swollen joint & joint pain 2.7±0.5 2.8±0.5 2.2±0.5 2.4±0.5 2.1±0.6 2.2±0.6

gynecology
12 vaginal discharge 2.4±0.6 2.5±0.6 2.3±0.5 2.3±0.5 2.0±0.6 2.2±0.6
13 late menses 2.8±0.4 2.7±0.5 2.3±0.5 2.4±0.5 2.1±0.5 2.4±0.5

pediatrics
14 potty-trained 2.6±0.5 2.5±0.6 2.0±0.4 2.2±0.4 2.2±0.5 2.2±0.6
15 growth delay 2.4±0.7 2.6±0.6 2.2±0.6 2.3±0.5 2.1±0.6 2.2±0.6

M±SD 2.6±0.5 2.7±0.5 2.2±0.5 2.3±0.6 2.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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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Table 6).

Table 6. The correlation among necessity, difficulty and achievement
　 necessity difficulty achievement

necessity 1

difficulty
0.276(1기)

1
0.387(2기)

achievement
0.789**(1기) 0.048(1기)

1
0.723**(2기) 0.273(2기)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spearman's correlation oefficient. **p<0.01

고    찰

    임상실습은 졸업 후 의사가 직접 접하게 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임무수행의 현장을 모체로 만든 학습방법인 동시에 최소
한의 기본 임상실습 기간 동안에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과정이다19). 
    졸업 후 대부분이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의 현실에
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학생이 지식을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임상실습 교육과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20).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초기에는 Ronald Harden이 제안한 것처
럼 OSCE가 임상수행평가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오
다가, 현재는 OSCE와 CPX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OSCE는 
시뮬레이터 모형이나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임상술기 수행 
절차와 정확도를 평가하는 반면, CPX는 실제 임상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를 직접 대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
써 의사소통능력, 환자교육, 정보통합능력 등 OSCE보다 더 포괄적
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21).
    하지만 기존 한의학교육에서는 충분한 실습과 평가가 이루어지
지 못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최근 한의계에서도 임상실
습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20,22) 특정 임상
표현의 증례를 이용한 표준화 환자와 진료수행평가에 대하여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접하지 못하였다.
    CPX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으
로 이루어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표준화환자(SP)를 대
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임상추론(Clinical reasoning)과 임
상술기(OSCE), 의학면담 등 환자-의사 관계(Patient-Physician 
Interaction, PPI)를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23). 또
한 한의진료의 측면에서는 KCD 상병명을 도출하여 예후를 추정하
고 환자를 교육하기 위한 진단과 변증 및 용약과 시침을 위한 변증
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교육과정의 선후수 측
면에서는 임상강의와 임상실습 및 문제바탕학습(PBL), 임상술기교
육(OSCE), 의학면담(Medical Interview) 등에서 습득 및 훈련된 
역량이 복합적으로 시행되고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개교 전인 2007년 교육과정 
수립시에 임상술기시험(OSCE)과 진료수행시험(CPX)으로 구성된 임
상실기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로 계획하고, 
2008년 대한한의학회 임상분과학회들로부터 추천받은 연구위원들

과 연구팀을 구성하여 CPX 모듈의 시안을 개발하였고, 관련된 시
설을 한의학관 건축시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 모의진료실과 PBL
실의 영상녹화장비, 원사이드미러 등 진료수행 교육 및 평가를 위
한 장비를 구비하였고, 2010년 ‘학생임상교육위원회’를 10여차례 
개최하여 진료수행 교육 및 평가용 모듈과 시행방안을 개발하고 
『한의학 기본교육 진료수행지침』을 발간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진
행한 후 2011년과 2012년에 임상실기시험을 시행하였다.
    진료수행교육은 임상술기실습실 내 모의진료실 2곳에서 학생별
로 1주에 2개씩 총 4개(1기), 6개(2기) 사례의 환자를 경험하였는
데, 매 학생은 각 진료수행 경험 후에 다음 학생의 진료를 원사이
드미러와 이어폰으로 참관하여 자신의 진료수행을 성찰
(self-reflection)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각 진료수행 뒤에 표준
화환자가 작성한 환자로서의 소감과 각 진료수행의 녹화를 임상교
수님들이 평가한 의학적 견지의 평가서를 피드백 받게 된다. 이후 
임상술기실습실과 PBL실에서 진료수행 연습을 조별로 진행한 후 6
월 첫째주에 임상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2008년 1차 작업, 2010년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의한 최
종 작업을 통해 증례가 선정되고 진료수행지침이 개발되어, 진료수
행을 익히는 지침이자 졸업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을 지시하는 
학습성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수임상실습 과정에서 증례별 진료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대표적인 증례는 실제로 진료수행평가를 위
한 교육(이하 CPX교육, 진료수행교육)을 통해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수행교육 후 임상실기시험 시행 전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료수행교육의 만족도와 운영 제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행에 있어서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료수행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지침의 적절성’,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표준화환자(SP)에 대한 만족
도’,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지침의 적절성’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1기 M=3.3, 2기 M=4.1
로 1기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Fig. 2).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지
침의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문항에서 1기 
70.7%(M=3.8), 2기 92%(M=4.3)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침의 
증례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이 잘 제시되었다’에서 1기 
48.8%(M=3.3), 2기 78%(M=4.1), ‘지침의 증례는 질문별 韓方･洋方 
설명이 잘 제시되었다’에서 1기 19.5%(M=2.9), 2기 80%(M=4.1), 
‘지침의 문제해결 개요(Schema)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에서 1기 
46.3%(M=3.3), 2기 84%(M=4.1)로 지침의 내용에 대해 다소 긍정
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지침의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
움이 되었다’에서 1기 31.7%(M=3.0), 2기 70%(M=3.9), ‘지침의 증
례는 임상강의와 잘 연계되었다’에서 1기 58.5%(M=3.6), 2기 
78%(M=4.0)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Table 1).
    강 등24)은 증례의 선택과 관련하여 일차 의료에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problem)를 중심으로, 증례가 복잡하지 않고 학생 수준
에서 쉽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김 
등12)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과 관련된 표준화된 지침
이 잘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진료수행교육을 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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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진료수행지침」에 대해 학생들은 지침의 증례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증례의 질문별 설명이나 참고자
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수-학습-평가법의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대비하고 적응하
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침의 내용에서도 진단 추론과 변
증 추론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1기 
M=3.8, 2기 M=4.1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Fig. 2).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
을 살펴보면, ‘경험한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문항에서 
1기 73.2%(M=3.9), 2기 90%(M=4.2), ‘진료수행시 ‘의사소통과 면
담’ 교육은 도움이 되었다’ 에서 1기 87.8%(M=4.2), 2기 
82%(M=4.1), ‘진료수행교육에 활용된 학습자원(진료실, 진료도구 
등)은 적절하였다’에서 1기 78%(M=4.0), 2기 76%(M=4.1)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경험한 증례는 임상실습과 잘 연계되었다’에
서 1기 58.5%(M=3.5), 2기 80%(M=4.1), ‘진료수행교육의 수행 절
차(진행과 피드백 프로세스 등)는 적절하였다’에서 1기 
56.1%(M=3.5), 2기 76%(M=4.0)로 다소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1).
    권 등27)의 전국한의대생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학습환경에 대해 
M±SD=2.51±1.06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
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원 
임상강의 환경’에 대한 전국한의대생 만족도가 M±SD=2.38±1.01
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진료수행교육에 활
용된 학습자원(진료실, 진료도구 등)은 적절하였다’에서는 높은 만
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학면담 강의는 한의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며 한방병원 임상실습 교육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는 연구결과28)처럼, 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과 면담’ 교육은 그 효
용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환자(SP)에 관한 만족도’ 영역의 평균만족도는 1기 
M=3.8, 2기 M=4.1로 총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Fig. 2).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
을 살펴보면, ‘표준화환자(SP)는 진료수행시 성실하게 응해 주었다’ 
문항에서 1기 90.2%(M=4.2), 2기 86%(M=4.2)로 높은 만족도를 보
였고, ‘표준화환자(SP)가 각 학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도움이 되었
다’에서 1기 48.8%(M=3.4), 2기 76%(M=4.0)로 다소 긍정적인 만
족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표준화환자의 훈련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지만20), 실제 환자와 달리 질환의 특성
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타냄으로써 편차를 적게하고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4) 앞으로도 더 보완하면서 임상교육
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영역의 평균만족도는 1기 M=3.9, 2기 
M=4.2로 영역들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총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Fig. 1).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그렇다(4점)’에 대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나의 진료수행교육에 대
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문항에서 1기 78%(M=4.0), 2기 

92%(M=4.3), ‘진료수행교육은 진료수행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
다’에서 1기 87.8%(M=4.1), 2기 90%(M=4.3)로 높은 만족도를 보
였고, ‘진료수행교육은 한의학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에서 1기 46.3%(M=3.4), 2기 74%(M=4.1), ‘진료수행교육은 양의학
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에서 1기 73.2%(M=3.9), 2기 
76%(M=4.1)로 다소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진료수행교육
은 ‘의사소통과 면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에서 1기 
80.5%(M=4.0), 2기 80%(M=4.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Table 1). 
    이는 자가평가방식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 의사국가시험 실
기시험을 치른 수련의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련의에 비해 임
상수행능력총점이 높다고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교수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자기 평가의 경우 
진료수행교육을 받기 전의 자신의 실력에 비추어 채점을 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27). 전국한의대생 교
육만족도에서도 ‘학생 활동’ 부문 즉, 스스로를 평가하는 부문이 
M±SD=4.1±0.8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각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영역
의 평균만족도(1기 M=3.9, 2기 M=4.2)가 가장 높았고, ‘증례 및 학
습자원 평가’ 영역과 ‘표준화환자’ 영역 평균만족도(1기 M=3.8, 2기 
M=4.1)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지침에 대한 적절성 평가’ 영역 평균 
만족도(1기 M=3.3, 2기 M=4.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1).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영역은 새로운 교육법에 임하는 본인
들의 열의와 진료수행교육 전후의 변화에 대하여 평균만족도가 높
게, ‘지침에 대한 적절성 평가’ 영역은 지침에 있는 설명이 부족하
다고 인식하여 평균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
다. 이 등20)은 한의과대학에서 임상수행 평가항목을 만드는데 있어
서 한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변증과 처방, 양생과 예후를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의학의 ‘證’과 서양의학의 ‘病
名’이 서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객관화가 가능한 공통
부분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학습자들은 진단과 변증의 
완전히 독립된 지침을 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침이 부적절하
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료수행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묻는 ‘전체적으
로 진료수행교육은 유익하였다’ 문항에서 1기 87.8%(M=4.1), 2기 
92%(M=4.4)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답하여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Fig. 2).
    ‘진료수행교육 운영 시기’, ‘CPX 평가 시간’, ‘CPX 경험의 모
듈 개수’, ‘더 개발되어야 할 증상 증례’ 같은 향후 진료수행교육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진료수행교육 시행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임상실습 
후반부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1기 53.7%, 2기 
61.5%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 중 각과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1기 35.4%, 2기 14.4%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임
상실습이 끝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3학년 임상강
의 중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Table 2). 
의학교육의 경우 의과대학별 CPX의 시행 시기는 1학년 과정이 1
개(2.4%), 2학년 과정이 7개(17.1%), 3학년 과정이 30개(7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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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정이 38개(92.7%) 의대였는데,30) 한의학교육에서도 자원과 
여건을 감안하여 기간과 횟수를 점차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상실습 후반부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임상실
습 중 각과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즉, 서로 상반되
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목별 임상의학 
점수보다 통합적인 임상종합평가 점수가 상승할수록 CPX점수가 증
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31).
    '진료수행시험 시간'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10분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1기 40%, 2기 50%로 가장 많았고, ‘12분으로 늘려
야한다’는 의견이 1기 30%, 2기 32.7%, ‘15분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1기 30%, 2기 17.3%이며, ‘8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1기, 2기 모두 없었다(Table 2).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늘려야 한다’는 의
견은 있지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진료수행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간 지연의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진료수행교육의 경험 개수’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1기 4
개, 2기 6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기 39%, 2기 53.8%, 
‘10개 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기 61.0%, 2
기 46.2%로 서로 비등하게 높았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
기, 2기 모두 없었다. 이는 진료수행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만
족도가 높고, 다른 교수학습보다 교육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Table 2).
    일차진료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 개발되어야 할 증상 증례에 대
한 의견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기와 2기 공통으로 5명 이
상의 추천을 받은 증례에는 ‘두통’, ‘소화불량’, ‘복통’, ‘피로’, ‘설
사’, ‘발열’이 있었다(Table 3). 한의일차진료시 실제로 만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관련 증례를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수행지침 증례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를 알아보았다.
    1기와 2기에서 평균 이상의 필요도를 보이는 증례에는 ‘어지러
워요’, ‘기침이 나요’, ‘변비’, ‘잠을 못자요’, ‘허리가 아파요’, ‘관절
이 붓고 아파요’, ‘월경이 없어요’가 있었고, 2기에서는 ‘콧물이 나
요’와 ‘우리 애가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도 포함되었다(Table 4, 
Fig. 3). 
    1기와 2기에서 평균 이상의 난이도를 보이는 증례에는 ‘어지러
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요’, 
‘관절이 붓고 아파요’, ‘질분비물이 많아요’, ‘월경이 없어요’, ‘우리 
애가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가 있었고, 2기에는 ‘기침이 나요’도 
포함되었다(Table 4, Fig. 3).
    ‘질 분비물이 많아요’와 ‘월경이 없어요’의 경우 한 성별에 한
정된 증례이므로, 경험할 수 없는 성별의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
껴졌을 수 있다. Krueger에 의한 연구에서도 산부인과 과목에서 
남녀 학생 간의 임상실습 점수를 비교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32).
    1기와 2기에서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증례에는 ‘어지러
워요’,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나요’, ‘변비’, ‘잠을 못자요’, ‘허리가 
아파요’가 있었고, ‘우리 애가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에서 1기가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불안해요’와 ‘월경이 없어요’에서 2기가 평
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Table 4, Fig. 3).
    진료수행지침의 증례에 대한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해보면, 필요도와 난이도 사이, 난이도와 성취도 사이 모
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필요도와 성취도 사이(1기 
r=0.789 p<0.01, 2기 r=0.723 p<0.01 )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Table 5).
    1기와 2기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필요도(r=0.851 
p<0.01), 난이도(r=0.821 p<0.01), 성취도(r=0.711 p<0.01) 모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6).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에 있어
서 1기와 2기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설문 조
사 표본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개인의 노력이 가장 적게 투영되는 필요도, 난이도의 경
우 성취도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가 0.7보다 클 경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유
의확률 p가 0.01보다 작을 때 상관계수가 유의미하므로, 본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증례를 경험했을 때 그 성취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    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7년 이후 진료수행교육을 
도입, 개발하고 2011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경험 증례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표준화환
자(SP)에 대한 만족도,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영역에서 높은 만족
도를 보여주었고, 지침의 적절성 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료수행교육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현행
대로 임상실습 후반부에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모듈 개수를 확대하
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어지러워요’, ‘변비’, ‘허
리가 아파요’와 같은 필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증례일수록 그 성
취도 또한 높았으므로 이 또한 진료수행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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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의학전문대학원 CPX 설문조사

학년 4학년 개설시기 2011학년도 1학기

과목명 필수임상실습 중 진료수행(CPX) 설문일 2011. 5. 30

※ 각 항목별 해당 란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5 4 3 2 1
01 지침의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02 지침의 증례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이 잘 제시되었다.
03 지침의 증례는 질문별 韓方･洋方 설명이 잘 제시되었다.
04 지침의 문제해결 개요(Schema)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05 지침의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06 지침의 증례는 임상강의와 잘 연계되었다.
07 경험한 증례는 주제와 수준이 적절하였다.
08 경험한 증례는 임상실습과 잘 연계되었다.
09 진료수행시 ‘의사소통과 면담’ 교육은 도움이 되었다.
10 CPX 교육에 활용된 학습자원(진료실, 진료도구 등)은 적절하였다.
11 CPX 교육의 수행 절차(진행과 피드백 프로세스 등)는 적절하였다.
12 표준화환자(SP)는 진료수행시 성실하게 응해 주었다.
13 표준화환자(SP)가 각 학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도움이 되었다.
14 나의 CPX 교육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15 CPX 교육은 진료수행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
16 CPX 교육은 한의학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7 CPX 교육은 양의학적 지식-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8 CPX 교육은 ‘의사소통과 면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9 전체적으로 CPX 교육은 유익하였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현재 CPX 교육은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교육에서 CPX 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3학년 임상강의 중   ② 임상실습 중 각과별로   ③ 임상실습 후반부 (현행)   ④ 임상실습이 끝나고

21. 현재 CPX 교육의 진료수행 시간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수행시험의 적절한 시간은?

  ① 8분             ② 10분 (현행)             ③ 12분           ④ 15분

22. 현재 CPX 교육은 학생당 4개씩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CPX 교육의 적절한 시수는?

  ① 축소해야 한다   ② 적당하다  ③ 확대하여야 한다(10개 이상)  ④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20개 이상)

23. 한방 일차진료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 개발되어야 할 증상 증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의학기본교육 『진료수행지침』 항목

분류 번호 증상
필요도 난이도 성취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일반
01 어지러워요

02 목에 무언가 걸려 있어요

호흡기
03 기침이 나요

04 콧물이 나요

순환기 05 가슴이 두근거려요

소화기 06 변비

신경
정신

07 잠을 못 자요

08 불안해요

09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골격
10 허리가 아파요

11 관절이 붓고 아파요

여성
12 질 분비물이 많아요

13 월경이 없어요

소아
14 우리 애가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

15 우리 애가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