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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어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은 실습보다 강의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많은 의학지식을 암기하는 것에만

2002년 발족되어 운영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익숙해져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임상적 사고와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

처치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라 의과대학 교육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획득

전달에서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중심으

하더라도 일차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인 지식과 기능을

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

습득하기에는 부족하여, 진료행위를 위해서는 전공의

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의대 졸업생들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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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시점에서 실시되는 단 한번의 지필고사인 현

결

과

행의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의 지적, 기술적 수
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특히 의료 교육시장

연구의 결과를 의사국가시험에 관련된 사항과 의과

의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추세인 상황을 맞이하여 고민할

대학의 임상실기평가 현황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1].

한다.

본 연구는 국가시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현행 국가시험에 대한 만족도와 의과대학에

의사국가시험관련 사항

서 실시하고 있는 실기평가의 현황과 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국가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의사
국가시험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

대상 및 방법

였다. 각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의사국가시험 및 향후 국가시험개선방안에 관
한 설문조사를 학장, 교수,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검증 정도
“현재 의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국가시험 형태로 의사로서의

설문지는 각 집단별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첫째, 의사국가시험과 관련된 사항, 둘째 대학에서 실시

문에 대해 결과를 보면<Figure1>,“부족하나 적절한

하는 실기평가의 현황 및 세부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이 1,100명(54.6%)이고,“제대로 검증 못 한다”가

실기평가의 요구사항이다.

656명(32.6%) 그리고“전혀 검증하지 못 한다”가 41명

설문조사는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

(2.0%)이 응답하였다. 이에 대하여“충분히 검증하고

하였는데, 전체 4,241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2,024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7명(8.8%)에 불과하였다. 이

회수되어 총 4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의 배포

는 전체 응답자의 89.2%가 현재 1회 시행되는 국가시험

대상은 학장의 경우에는 41개 의과대학 전체를 대상으

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 하였으며 이중 36개 대학에서 회신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각 집단별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의

교수, 학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먼저 지

견 차이가 있었는데(X2=110.977, p=.000), 학장과 학생

역과 임상실기평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16개 대학을 선

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재의 시행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정하였고, 그 선정된 대학의 행정실 등의 도움을 받아

성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학생으로서 국가시험에 대한

해당 대학의 교수, 학생,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에게 배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포하였으며, 이들이 각각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신하
였다. 교수는 15개 대학에서 1,000부 배포 중 490부가

의사국가시험 및 실기시험의 수련에 도움 정도

회수되었고(49%), 전공의는 1,600부 배포 중 13개 대학

의사국가시험 준비과정이 수련에 도움을 주는 정도

의 648부가 회수되었으며(40.5%), 학생은 1,600부 배

에 관한 질문은 전공의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수련

포 중 13개 대학의 850부(53.1%)가 회수되었다.

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많은 도움이 되고 있

설문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기본적으

다”54명(8.3%),“도움을 주는 편이다”341명(52.6%),

X2검증을

X2검증결과

“별로 도움이 안 된다”224명(34.6%),“전혀 도움이 안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

된다”25명(3.9%) 그리고 무응답이 4명(0.6%)였다. 의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하였다.

사국가시험 준비과정이 수련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긍

두 집단간의 차이검증은 T검증을 하였다.

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하였다.

내지-(67~120)출 2004.2.12 11:40 AM 페이지79 으뜸애드래픽 2400-175-CMYK

의사국가시험의 만족도와 의과대학의 임상실기평가에 관한 현황조사-박장희·김운묵·이원철 등·79

Fig. 1.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경험이 임상수련에 도

의사국가시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

움을 준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2가지로 나누어

“의사국가시험에 ① 미국 USMLE의 STEP1처럼 기본

서 분석하였다. 즉 실기평가의 경험여부에 따라 분리하

적인 의과학지식(기초의학)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별

여 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의과 대학시절에 임상실기평

도 추가 ② 임상실기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별도

가 여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다.

로 추가 ③ 개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환자관리 등에 관한

먼저 실기평가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공

사항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별도로 추가한다면 양질의

의들은 임상실기평가 경험이 수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

의사배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10점

다고 응답하였으며(10점 만점에 평균 7.42점), 이러한

만점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의견의 차이도 많지 않았다(표준편차는 1.74).

<Figure2>를 보면,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추가한다면

반면에 실기평가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바람직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기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임상

며(10점 만점에 평균 6.75점), 이에 대한 의견 차이도

실기평가 경험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

가장 적었다(표준편차 2.40). 그 다음으로는 의학기초

하였으며(10점 만점에 평균 6.50점), 이러한 의견에는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의견

사람마다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표준편차 2.12).

차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표준편차 2.66). 미국의

임상실기경험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응답한 결과는 T

사시험에서 보는 환자관리와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검증 결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낮은 평균을 보였다(5.48점).

차이를 보였다(p=.000).

결론적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추가한다면 실기평가에 관

결론적으로 대다수 전공의들은 임상실기평가가 임상
수련에 높은 수준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련된 사항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임상실기평가를 경험한 전공의들
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평균

임상실기평가 시행 여부

고려), 도움을 주었다고 한 의견의 차이도 훨씬 적었다

임상실기평가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집단에 대해

(편차 고려).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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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verage need of additional step using examination

가현황에 대한 기술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적 응

향후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답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학장의 응답 결과만을 중심으

있다.

로 기술하였다.
임상실기평가의 시행 세부 내용
실기시험 실시 현황
각 대학에서 현재 임상실기평가(OSCE, CPX)를 시행

임상실기평가를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Figure3>, 36개 의과대

재 시행하고 있는 세부현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

학 중에서 임상실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25개

였다.

대학(69%),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9개 대학(25%)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대학은 2개 대학(6%)이었다.

실기시험 횟수, 시행 대상, 시기, 시험결과의 활용

임상실기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임상교육과정 (강의 및 실습) 전체를 통하여 몇 회나

임상실기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2

임상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임상실

개 대학(22.2%)이“예산이나 시간, 인력에 비하여 얻는

기평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5개 대학 중에서“1회”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6개 대학

시행한다가 13개 대학(52%)으로 가장 많았고,“2회”실

(66.7%)은“필요성을 느끼나 재정지원이나 인적지원이

시한다고 응답한 대학은 9개 대학(36%)이었으며,“3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2개 대학(8%) 그리고 응답

현재 임상실기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9개 대학 중

을 하지 않은 대학은 1개 대학(4%)이었다.

3년 이내에 임상실기평가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임상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년은“본과

대학이 전체 25% 중에서 7개 대학(19%)이었으며, 2개

3학년만”이 10개 대학(40%)과“본과 4학년만”이 10개

대학(6%)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학(40%)으로 동일하였으며,“3학년과 4학년 모두 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에 응한 36개 의과대학 중
에 임상실기평가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69%),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대학의 경우 중 78%가

행”한다고 응답한 대학은 4개 대학(16%)이었고, 1개 대
학(4%)은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실기시험을 행하고 있는 기간은“임상실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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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sponse
2 schools(6%)

Yes

No

25 schools
(69%)

9 schools
(25%)

Will do
within 3 yrs
7 schools
(78%)

No plan
2 schools(22%)

Fig. 3. Whether have the skill test or not in medical schools

반”이 15개 대학(60%),“임상실습 중반”이 6개 대학

대부분이었다. 또한“*핵심교과목;CPX *OSCE; 외과,

(24%), 임상실습 초반이 3개 대학(12%), 무응답 1개 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

학(4%)였다.

지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임상실기시험을 실시하는 25개 대학 중 실기시험 평
가 결과를 학점화 한다고 응답한 대학은 19개 대학
(76%)이었고, 학점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은 5개
대학(20%)였다.

실기시험 수, 시험 소요 시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기시험 문항 수”를 질문한 결
과, 4~9문제(16%), 10~15문제(36%), 16~20문제

앞의 응답결과에서 임상실기시험을 임상실습후반에

(16%), 29문제(4%), 31문제(4%), 무응답(24%)이었다.

시행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가장 많았고, 또한 학점화한

“한 문항(station) 당 실제적인 소요 시간”에 대한 응

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판

답결과, 임상실기평가는 문항 당“5분 이내”가 15개 대

단할 때 대부분의 대학이 총괄평가적인 성격으로 임상

학(60%),“6분에서 10분 이내”가 5개 대학(20%),“12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1개 대학(4%),“20분”1개 대학(4%), 무응답(12%)
였다.

실기시험과목

실기시험을 위해“전체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 6

“임상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과목”에 대해 중복응답으

개 대학(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시간(12%)

로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시행 중인 25개 대학 중,

였으며, 2시간은 2개 대학(8%)이었으며, 3시간, 5시간,

“내과”19개 대학(76%),“외과”18개 대학(72%),“소

6시간, 7시간이 각각 1개 대학이었다.

아과”16개 대학(64%),“산부인과”15개 대학(60%),
기타 13개 대학(52%)이었다. 기타의견을 준 경우에는

모의환자 활용 현황

정신과, 응급의학과 등이 있었으나,“특정과목별로 시

모의환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응답결과는,“모의환자

행하지는 않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임상과

를 적용한다”는 대학이 23개 대학(92%)이었으며,“모

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응답과 같이 임상

의 환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2개 대학(8%)이었다. 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의견이 기타의견으로는

상실기평가를 하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 모의 환자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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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 실기평가의 만족여부를 질문한 결과, 학장이

동원하고 있는 모의환자의 수는 4명과 20명이 각각 3

65.5%가“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반면, 다른 집단에서

개 대학(각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

는 만족여부에 대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Table

명, 7명이 각각 2개 대학이었으며, 5명, 9명, 16명, 17

1>.

명, 32명이 각각 1개 대학씩이었다.

학생의 경우 <Table 2>는“만족한다”의 비율이 높았

모의환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23개 대학에서 응답

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한 모의환자의 종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공의를 모의

볼 수 있다.

환자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16개 대학(69.6%)으로 가

이는 실기평가의 시행년도가 늘어갈수록 실기평가에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과 관련된 모의환자를 활용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의의

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13개 대학(56.5%)이었으며, 기타

경우는, 레지던트1년차까지는“만족한다”의 비율이 높

8개 대학(34.8%), 학생이 2개 대학(8.7%)이었다.

게 나타났으나, 레지던트2년차 이상에서는“만족하지

모의환자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개 대학에서

않는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이 점차 높

는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예산이 없어서”와“필요성을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못 느껴서”라고 각각 응답하였다.
실기평가 경험에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도움 준 정도
임상실기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

실기평가를 받아 본 경험이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도
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실기평가를 경험한 여부에 상관

임상실기평가의 만족도

없이 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p=.823).

임상실기평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선정

의사국가시험에 도움 준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80

Table1. Whether satisfied with skill test at medical school
Yes

No

Total

Dean
Professor
Resident
Student

19(76.0%)
166(53.9%)
152(53.9%)
366(61.1%)

6(24.0%)
142(46.1%)
130(46.1%)
233(38.9%)

25(100.0%)
308(100.0%)
282(100.0%)
599(100.0%)

Total

703(57.9%)

511(42.1%)

1,214(100.0%)

X2

df

p-value

9.756

3

.021

Table 2. Whether satisfied with skill test at medical school(Student & Resident)

Student

Resident

Yes

No

Total

X2

df

p-value

3rd grade
4th grade

75(73.5)
286(54.8)

27(26.5)
236(45.2)

102(100.0)
522(100.0)

13.023

2

0.001

Total

361(57.9)

263(42.1)

624(100.0)

Intern
Resident 1st yr
Resident 2nd yr
Resident 3rd yr
Resident 4th yr

70(68.0%)
50(58.1%)
13(30.2%)
8(33.3%)
7(36.8%)

33(32.0%)
36(41.9%)
30(69.8%)
16(66.7%)
12(63.2%)

103(100.0%)
86(100.0%)
43(100.0%)
24(100.0%)
19(100.0%)

24.815

4

.000

Total

148(53.8%)

127(46.2%)

2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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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표준편차도 2.28이나 되었다.

상태 정도의 문항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수가 전공의
31.5%와 학생 48.8%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기시험의 횟수 및 문항 수
경험한 임상실기 횟수를 더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 질

제대로 된 임상실기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문한 결과 <Table 3>, 전공의와 학생이 다른 응답양상

제대로 된 실기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을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전공의는 44.3%가 “늘릴

결과를 보면<Table4>, 학장은 실기평가기법 개발, 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학생의 경우는 54.6%가

기시설확충, 실기평가결과 활용, 국가시험도입의 순으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로 응답하였고, 교수, 전공의, 학생은 모두 실기시설확

공의는 임상 경험이, 학생은 시험의 부담감이 작용한 때

충, 실기평가기법 개발, 실기평가결과 활용, 국가시험도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임상실기평가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문항이

각 반응에 대한 사후분석결과를 보면,“실기관련 시

더 많아야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 실기문항의 경우는 현

설의 확충”은 교수가 전공의와 학생과 다른 의견을 보

Table 3. Whether the number of skill test increase or not
Resident

Student

Case

%

Case

%

Yes
No
No response

287
224
137

44.3
34.6
21.1

256
333
21

42.0
54.6
3.4

Total

648

100.0

610

100.0

Table 4. Requirements for sufficient skill test condition
Precedence
Group

1st

2nd

shadow : mode
3rd

4th

Total

X2

df p-value

Suppling
facilities

Dean
Professor
Resient
Student

10(28.6) 17(48.6)
196(42.8) 134(29.3)
337(54.2) 166(26.7)
437(56.1) 214(27.5)

5(14.3)
80(17.5)
66(10.6)
85(10.9)

3(8.6) 35(100.0)
48(10.5) 458(100.0)
53(8.5) 622(100.0) 42.701 9
43(5.5) 779(100.0)

.000

Developing
evaluational
method

Dean
Professor
Resient
Student

21(58.3) 10(27.8)
4(11.1)
164(35.7) 185(40.2) 69(15.0)
177(28.6) 300(48.5) 93(15.0)
256(32.9) 391(50.2) 101(13.0)

1(2.8) 36(100.0)
42(9.1) 460(100.0)
48(7.8) 618(100.0) 37.476 9
31(4.0) 779(100.0)

.000

1(2.9)
5(14.3) 21(60.0)
8(22.9) 35(100.0)
46(10.1) 97(21.4) 253(55.7) 58(12.8) 454(100.0)
56(9.1) 102(16.6) 330(53.6) 128(20.0) 616(100.0) 31.040 9
61(7.9) 103(13.4) 425(55.3) 179(23.0) 768(100.0)

.000

4(11.8)
64(14.2)
68(11.1)
54(7.1)

.000

Dean
Using results Professor
appropriately Resient
Student
Using
licensing
exam

Dean
Professor
Resient
Student

3(8.8)
5(14.7) 22(64.7) 34(100.0)
39(8.6) 50(11.1) 298(66.1) 451(100.0)
45(7.3) 122(19.9) 379(61.0) 614(100.0) 31.344 9
55(7.2) 149(19.6) 501(66.0) 7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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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전공의와 학생이 교수보다 1순위라고 응답한

분히 검증하고 있다”가 모든 집단에서 13% 이내로 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실기평가관련 평가기법개발”이

당히 부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시험의 개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전공의가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였다.“실기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은 교수가 전

현행 국가시험제도를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국가

공의,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국가시험에 실

시험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임상실기시험을 모든

기시험도입”은 국시도입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유

집단에서 선택하였다. 설문결과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수의 경우는 1순위에 14.2%가

이미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내용이나 방법도

응답한 반면에 학생의 경우는 7.1%에 지나지 않았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각 의과대

결론적으로 시설확충, 기법개발에 대해서는 학장과

학의 임상실기시험의 질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

다른 집단 간에 1순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달랐으나,

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의 실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결과의 학점 활용이나 국가시험 도입에는 모든 집단에

있지 않은 일부 대학들이 있어 이러한 추측은 신빙성을

서 소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실기평가의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이영미가 임상실기시험을 치르

느끼고 있으나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

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예산에

세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20개 대학정도였으며, 예
산규모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양하였다는 결

교수의 임상실기연수 등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 의사

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5,6].

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실기평가와 관련된 교육이나

또한 일정 대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습기관에 따라

연수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39.2%가

그 교육내용의 정도가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한창환·

“한 두 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31.5%가

허선에 의하면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임상실습 및 실기시

“교육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험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실기교육이 대학마

고 하였으나, 22.1%는“거의 모르는 상태”라고 응답하

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한 의과대학의 소속

였다. 이 결과에 의하여 교수의 78.3%가 직간접적으로

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교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

임상실기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도 임상실습 이후의 실기시험을 시행해 본 결과 수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수의 전공과목에 따라 통계적

련 받은 병원과 과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X2=31.069, 자유도=3

를 보였다. 또한 한 대학의 여러 교정 의과대학에서 임

유의확률=.000), 임상과목의 전공교수가 참가경험이 훨

상실습을 마친 의대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씬 많았는데,“향후 임상실기평가에 참여할 의사가 있

시행한 결과 시행한 10개 문항 중 실습 시간에 직접 시

는지”에 대해서는 73.6%가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즉

행하여 본 것이 평균 7개(70%)로 시험 성적인 평균 72

“적극 참여하겠다”가 66명(13.9%),“시간이 허락하는

점과 가까웠는데 이는 수기 수행 정도와 실기시험의 관

대로 참여하겠다”가 283명(59.7%)이었으며,“중요성은

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었다. 또한 이들에 대해 필기시

이해하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가 102명(21.5%),“전혀

험도 실시하였는데 실기시험 결과와 필기시험과 비교할

참여할 의사가 없다”가 23명(4.9%)이었다.

때, 필기시험의 경우는 학생들이 비슷한 성취를 보였고,
병원 별로도 차이가 없었으나,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분

고

찰

별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병원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2].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현 국가시험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는 임상실습을 받는 학생들이

에 대한 각 집단의 응답반응이었다. 현행 국가시험에 관

대학의 전공의가 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교육에 문제점

해서는 설문집단인 학장, 교수, 전공의, 학생 모두“충

으로 인해 비약적인 임상실기능력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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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rrison EH, Hafler JP은 전공의교육과 관련하여

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의 면허증을 부여하는

서는 대부분의 의학대학에서‘일차 진료의사의 양성’을

것은 충분하게 능력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교육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새

이었고, 향후 의사 국가시험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

내기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육만으로는 의사 역할을 수

기시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졸업자들이 3년 이상의 전공

많은 대학에서도 현재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

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의 과정을 취득한 이후에야 일

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실기평가에

차 진료 의사로서의 역랑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사의 임상실기

근에는 전임의(fellow)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공의들

능력검증을 위해 이제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

의 치료결정권이 매우 축소되고 경험적 교육기회가 줄

할 때이다.

어드는 반면에 의학 지식과 기술발전은 급격히 이뤄지
고 있으므로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7].
대학재학시의 임상실습에 대한 대학간 수준차가 설

핵심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국가시험 만족도,
단어 의학교육, 임상실습

문조사의 대학별 실기시험 현황 결과로 예측되고, 전공
의과정에서도 경험적 교육기회가 줄어들므로 인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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