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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해당 직종에 대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

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이를 위해서 이 시험은 보건의료인이 실제 직무상황

에서 최소한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지필

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형 시험문항은 이러한 문제해결능력보다는 직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지식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

가하고 있어, 해당 직무의 실제성 또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시험(authentic 

test)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위한 문항 개발 시 해당 직종에서 흔하거

나 또는 중요한 사례(증례) 또는 직무 상황을 텍스트 형태로 문항줄기에 제

시하거나, 필요할 경우 사진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수험자의 문제해결능력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구조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well-defined problem)를 제시하는 시험문항도 현실 세계의 문제(real world 

problem)와는 차이가 있어, 실제 직무상황에서 수험자의 역량을 예측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더 현실 세계의 문제해

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 NBM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는 2007년부터 컴퓨터 활용 시험(computer-based test)에 사례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보강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문항을 이용하기 시작

하였다.  

Ⅱ. 멀티미디어 문항의 개념과 필요성

1. 멀티미디어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media)에는 텍스트, 소리,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

션, 비디오, 3차원 표상 등이 있다. 멀티미디어는 이러한 매체를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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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시에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디

지털 사회에서는 멀티미디어란 단순히 다중 매체로 구현된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상호작용(쌍방향성)과 함께, 디지털로 저장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

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지필시험에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자료제시

형 시험문항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지만, 멀티미디어 문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멀티미디어 문항이란?

  멀티미디어 문항이란 문항줄기 (또는 답가지)에 텍스트와 함께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포함한 문항을 말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문항

을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험을 시

행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 문항을 제작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매체로는 소리 클립(sound 

clip), 비디오 클립(video clip),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자료(interactive 

visuals) 등이 있다. 소리 클립은 환자의 심음, 호흡음 등이 대표적이며, 실제

로 환자에게 고지된 서면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은 후 환자로부터 직접 

녹음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청진 부위

는 모식도로 제공하거나, 호흡음과 같이 호흡주기와 관련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애니메이션(플래시 영상) 자료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비디오 클립은 

실제 환자 또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문진 과정(예,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문진) 또는 신체 진찰 과정(예, 신경학적 이상 소견),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검사 결과(예, 심장초음파 검사 동영상, 전산화 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

영촬영의 3차원 검사 영상, 초음파 검사 영상 등), 의료진 간의 대화 과정 등

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자료는 문항

줄기 또는 답가지에 포함 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

료의 수준은 보건의료인의 최소 역량을 평가하는 수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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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디어 문항의 필요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멀티미디어 문항의 필요성을 다음에 예시한 문

항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그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은 텍스트만으로 제시한 문항으로 ‘승모판역류’ 환자에게서 전형

적으로 나타나는 병력과 신체 소견을 기억만 하여도 쉽게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청진 소견을 가슴 모식도와 함께 소리 클립으로 제시할 

경우, 수험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들은 후 ‘범수

축기잡음’과 ‘흡기 말 거품소리’를 알아내야 만 정답을 맞힐 수 있게 된

다. 수험자는 관련 지식과 함께 신체 소견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야 만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     

[표 1] 텍스트형 예제 문항 1.

  56세 여자가 1년 전부터 운동을 할 때 숨이 차고, 최근 1주일 전부터는 

더욱 심해지면서 밤에 베개를 높게 베어도 숨이 차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병원에 왔다. 앞가슴 심장끝에서 등급 IV/VI 강도의 범수축기잡음이 청진

되었고 왼쪽 겨드랑이로 방사(radiation)되었다. 양쪽 뒷가슴 아래쪽에서 

흡기 말 거품소리가 청진되었다. 진단은?

① 대동맥판협착증     ② 대동맥판역류증       ③ 승모판협착증

④ 승모판역류증       ⑤ 심방사이막결손

  [표 2]도 텍스트만으로 제시한 문항으로 다리 진찰에서 나타나는 ‘바빈스

키 징후’와 ‘발목간대’가 병적 반사이고, 이러한 반사는 ’위운동신경세

포병터(upper motor neuron lesion)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을 때 쉽게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다리 진찰과정

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시할 경우, 수험자는 관련 지식과 함께,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소견을 관찰하기 위한 진찰인지, 비디오 클

립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어떠한 소견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정답을 맞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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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표 2] 텍스트형 예제 문항 2.

 54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간헐적인 양 하지 무력감 때문에 병원에 왔

다. 신체 진찰 시 양 다리에서 바빈스키 징후와 발목간대(ankle clonus)가 

관찰되었다. 병터 부위는?

① 대뇌              ② 소뇌              ③ 말총         

④ 종아리신경        ⑤ 궁둥뼈신경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텍스트 형태의 문항만을 이용할 때 

보다 멀티미디어 문항을 이용할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해당 직종의 실제 직

무 역량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다.

Ⅲ. 멀티미디어 문항 제작 시 고려사항

  멀티미디어 문항을 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멀티미디어 문항은 텍스트형 문항에 비해 보다 더 현실 세계의 직무 역량

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제작 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시험의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자료이어야 하며, 멀티미디어로 구현하였을 때, 텍스트보다 더 효과적인 문

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문항줄기에 기술해서는 안 되며, 

자료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과연 정답이 달라지는지를 꼭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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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미디어 자료는 양질(high quality)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질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가장 고품질의 자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원물과 같은 충실도(fidelity), 음질이나 화질의 명확성(clarity), 자

료의 길이(length)와 크기(size)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 클

립에 자막을 제시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멀티미디어 자료는 수험자에게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하며, 수험자가 문항 

제작에 참여한 개발자나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수험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를 본적이 있

는 수험자에게는 잘 만들어진 문제해결형 문항도 단순한 암기형 문항에 지

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시험에서는 심각한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4) 멀티미디어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

다.

  멀티미디어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고지된 서면동의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수험자가 누

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해 얼

굴 등의 노출이 꼭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 미리 충분하게 설명하고 고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얼굴 등의 노출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멀티미디어 자료의 해석 수준이 평가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역량 수준에 

적절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문항에 활용하는 것은 진료현장에 가까운 평가 상황을 구현

하고, 응시자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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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려운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목적을 벗어나

지 않도록 평가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상황을 포함하는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

Ⅳ.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의 절차와 방법

  문항개발자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할 때 흔히 동영상 자료의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디오카메라 하나만 있다고 해서 양질의 멀티미

디어 자료가 저절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알아야 할 절차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텍스트형 문항의 개발도 쉽지는 않지만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작은 많은 

노력과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직접 개발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와 과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1. 개발의 필요성 재확인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에 합당한가? 이 문항은 멀티미디어 문항으로 측정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잘 평가할 수 있겠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 텍스트로 표현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동영상으로 만드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다.

2. 사항의 구체화

  동영상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행위의 전 과정이 필요한가, 일부 

과정이 필요한가? 제작 장소는 어디인가? 길이는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

가? 등 유형과 형식을 결정하고 줄거리와 프로토콜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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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보드 작성

  스토리보드는 2단계에서 계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용의 순서, 각 화면의 음성 및 음향을 나타내는 청사진이다. [그림 1]과 같은 

스토리보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흔히 시나리오, 대본과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구체화해 놓으면 제작의 녹화나 녹음 등을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 

효과적이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능한 시각적 표현을 우선하

도록 하고, 연속성을 고려하여 만든다. 연속성이란 화면의 논리적 연속성으

로 제한된 시간 안에 수험자가 사건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의 전

환이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림 1] 스토리보드 양식 예시

고유번호:       
대사:

배경음악:              (자료번호:      ) ※주의사항
음향효과:              (자료번호:      )

4. 녹화/촬영 준비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하여 녹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재료를 빠짐

없이 체크하고 준비한다.

5. 녹화/촬영

  

  준비된 스토리보드에 따라 필요한 상황을 재현하고 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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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자료 개발 및 연계

 

  예를 들어, 진료상황이라면 관련된 검사기록이나 결과 등이 함께 제시되어

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연계한다.

7. 편집 등 완성

  기존에 확보된 사진, 동영상, 녹화 결과 등을 활용하여 문항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 및 편집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관련 서적을 

참조하자. 동영상 편집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은 포토샵/플래시/프리미어 등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

램과 실습서를 참고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시험문항에 부속된 자료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시청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 이내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문항개발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자료 

작성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표 3]과 같다. 아무리 길어도 30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시청에 용이한 적정 선명도와 화질을 확보하는 것

이 권장된다. 

[표 3]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권장사항

구분 권장 사항

소요시간 최종 편집된 동영상이 30초를 넘지 않을 분량

해상도

최소 1280 × 720 30p 이상

 ‣최고 해상도 : 1920 × 1280 60p 또는 1920 × 1280 60i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의 최고 화질 선택

※60p : 60 frame per second, Progressive

  60i : 60 frame per second, Interlace

  30p : 30 frame per second, Inter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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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흔들림

- 흔들림 방지를 위해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고정된 상태로 

촬영 권장

- 촬영 기구(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흔들림 보정’ 옵션 

선택 권장

초점
- 원하는 피사체에 맞춰 촬영

- 움직이는 동작 촬영 시 초점 변동 주의

소리 - 주변의 소음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Ⅴ. 멀티미디어 문항과 시험

1. 멀티미디어 문항을 시험에 이용할 때 고려사항

  멀티미디어 문항을 시험에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물다. 환자의 심장 청진 소견을 소리 클립으로 만들어, 환자의 가슴과 목 

정맥의 움직임(simulated chest)을 관찰하면서 심음을 청취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문항으로 수험자에게 제시할 경우, 심장 청진 소견을 교과서적인 표준 

의학용어로 기술한 텍스트형 문항에 비해 더 어렵고, 분별력은 떨어지며, 문

항을 푸는 응답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1.6배, 평균 50초 정도 증가)으로 알

려져 있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멀티미디어 문항과 텍스트형 문항을 비교

하였을 때, 멀티미디어 문항이 항상 더 어렵지는 않으며, 문항 분별도는 텍

스트형 문항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수험자가 

멀티미디어 문항을 푸는데 걸리는 응답 시간은 텍스트형 문항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7.7초 대 71.5초, p<0.05). 한편 텍스트형 문항의 

문항줄기 기술이 직접적이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이

를 멀티미디어 문항으로 제작하여 수험자에게 제시할 경우 쉽게 정답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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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가능성도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어, Holtzman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 4]와 같은 텍스트 문항

을 [표 5]와 같이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하여 제작하고, 두 문항을 2개의 집

단 수험자에게 각각 제시하였을 때 문항의 난이도와 분별도, 수험자의 응답 

시간은 [표 6]와 같았다.    

[표 4] 텍스트형 예제 문항 3.

  6세 남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외래에 왔다. 아이가 운동 

팀에 들어가기 위해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린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모두 일정대로 맞았다

고 하였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은 나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였다. 체온은 

37.5℃, 맥박은 80회/분, 호흡수는 20회/분이었다. 가슴 청진에서 호흡은 

정상이었다. 심음 청진에서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고, 제1심음은 앞가슴 심

장 끝에서 가장 잘 들렸고, 제2심음은 왼쪽 위복장뼈 가장자리에서 가장 

크게 들렸으며, 제2심음 분열은 흡기 시 증가하였다. 다른 신체 진찰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적합한 검사는?

① 안심시킴           ② 가슴 X선 촬영          ③ 심전도검사

④ 운동부하검사       ⑤ 심장초음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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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텍스트형 예제 문항 3.의 멀티미디어 문항 전환

  6세 남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외래에 왔다. 아이가 운동 

팀에 들어가기 위해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린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모두 일정대로 맞았다

고 하였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은 나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였다. 체온은 

37.5℃, 맥박은 80회/분, 호흡수는 20회/분이었다. 가슴 청진에서 호흡은 

정상이었다. 심장 진찰을 위해서 ▶Play Media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른 

신체 진찰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적합한 검사는?

① 안심시킴            ② 가슴 X선 촬영           ③ 심전도검사

④ 운동부하검사        ⑤ 심장초음파검사

[표5]의 멀티미디어 문항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자료(Holtzman K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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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항 형태에 따른 문항 난이도, 문항 분별도, 수험자의 응답 시간 

문항 형태 문항 난이도(P-value) 문항 분별도 응답 시간(초)

텍스트 0.84 0.18 56

멀티미디어 0.60 0.17 106

  멀티미디어 문항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문항의 문항모수(난이도, 분별도)가 텍스트형 문항의 문항모수와 다를 수 있

음을 인지하고, pilot study와 pretest 등을 이용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멀티미디어 문항 수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멀티미디어 문항에 대한 수험자의 응답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

로, 각 멀티미디어 자료의 시청 시간에 대한 고려는 물론, 시험 전체의 응답 

시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매체 활용에 따라 같은 

문항이라도 수험자가 더 어렵게 느낀다면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트형 문항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한 문항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서 단순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시험에서 멀티미디

어 문항을 사용하기 전에 문항의 난이도나 수험자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합격률의 급격한 변화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멀티미디어 문항을 이용한 평가는 기존의 텍스트형 문항에서 측정하

지 못했던 지식과 술기 영역의 다른 요소를 추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멀티미디어 문항을 이용하고자 할 경

우 수험자에게 그러한 방침과 계획을 미리 고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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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미디어 문항 제작과 시험에서의 이용 

  의과대학에서 멀티미디어 문항을 제작하여 실제로 시험에 이용하였던 문

항 중 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문항 중 텍스트 부분은  EXCEL, 

이미지는 JPG 또는 PNG, 비디오 클립은 MP4, 소리 클립은 MP3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문항입력 툴(too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문

항을 개발하였다.

  어떤 증례를 이용하여 문제해결형 문항을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이

를 텍스트형 문항 형태로 먼저 개발하였다. 그 후 사진자료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적절한 자료를 구하거나 제작하였다. 멀

티미디어 자료 제작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는데, 표준화 환

자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제작 시나리오의 예시를 소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은 [표 8]의 텍스트형 예제 문항 4.를 [표 9]와 같이 멀티미디어 문항으

로 개발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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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BT/UBT 동영상 제작을 위한 표준화 환자 시나리오 예시

- 표준화환자 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32 이름 김00

경제적 수준 중 학력 수준 대졸 직업 주부

키 160cm 몸무게 50kg 장소 외래

- 표정과 자세 및 복장 -

○ 표정:  
○ 자세: 
○ 복장: 
○ 목소리 : 

- 성격 및 감정 상태 -

○ 평소 성격: 

○ 현재 감정 상태:
 
○ 지금 상황:
 
○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 지금 기대하는 것:
 

CBT/UBT 동영상 표준화환자 시나리오

항목 제목

개 발
날짜 이름 소속 전공 휴대폰 e-mail

수 정

출 제 과
□ 소화기 ☐ 순환기 ☐ 호흡기 þ 내분비 ☐ 신장 ☐ 산부인과 ☐ 소아과

☐ 혈종 ☐ 감염 ☐ 알레르기  ☐ 류마티스 ☐ 외과 ☐ 정신과 ☐ 신경과 

준비물  수은 협압계

진행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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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BT/UBT 동영상 제작을 위한 표준화 환자 시나리오 예시(계속)

- 문항 -

 32세 여자가 손이 자주 뻣뻣해진다고 병원에 왔다. 3개월 전 갑상샘암으로 수술을 받

은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갑상샘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었다. 오른 손에 혈압

낭대를 감고 수은주를 200 mmHg까지 올린 2분 후 손발연축이 관찰되었다. 적합한 혈

액검사는?

의사 환자
그러면 본인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시

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계로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네

(혈압계 수은주가 200mmHg까지 올

라 간 것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이제 2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나

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은 자세를 서서히 취함)
평소 집에서 뻣뻣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자 이제 혈압계 압력을 풀겠습니다. 
(혈압계 압력이 낮아질 때도 손가락의 뻣뻣함

을 유지한 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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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의 텍스트형 문항 4.를 [표 7]의 시나리오에 따라 신체 진찰 과정을 

비디오 클립(길이 33초)으로 제작하여, [표 9]와 같이 텍스트와 함께 비디오 

클립을 시험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수험자들은 문항줄기의 텍스트 부분을 먼저 읽고 비디오 클립을 클릭하여 

시청을 한 후 문제를 풀었다. 이 과정에서 수험자들은 비디오 클립에서 제시

하고 있는 신체 진찰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환자에게서 나타난 소견

이 무엇이며, 이 소견이 과연 양성, 위양성, 또는 음성인지를 판단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었다. 

  실제로 920명의 학생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텍스트형 문항 또는 

멀티미디어 문항을 풀게 했을 때, 두 집단 간에 문항 난이도는 차이가 없었

으나, 문항 분별도는 멀티미디어 문항 군에서 0.36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

편 멀티미디어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은 58초로, 의사국가시험에서 평

균적으로 문항 당 75초로 시험 시간을 배정할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항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텍스트형 예제 문항 4.

 32세 여자가 손이 자주 뻣뻣해진다고 병원에 왔다. 3개월 전 갑상샘암으

로 수술을 받은 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갑상샘호르몬

제를 복용 중이었다. 오른 손에 혈압낭대를 감고 수은주를 200 mmHg까

지 올린 2분 후 손발연축(carpopedal spasm)이 관찰되었다. 적합한 혈액

검사는?

⓵ 동맥혈 가스분석            ⓶ 갑상샘자극호르몬과 유리 T4

⓷ 레닌활성과 알도스테론      ⓸ 이온화 칼슘과 완전한 부갑상샘호르몬 

⓹ 칼시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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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텍스트형 예제 문항 4.의 멀티미디어 문항 전환 

 

 



18 멀티미디어 문항작성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표10]의 텍스트형 문항 5.의 신체소견(심음 청진 소견)을 상황에 따른 3개

의 오디오 클립(길이 각각 9초, 총 27초)으로 제작하여, [표11]과 같이 텍스트

와 함께 청진 부위 모식도, 소리 클립을 시험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수험자들

은 문항줄기의 텍스트 부분을 먼저 읽고 3개의 소리 클립을 클릭하여 심음

을 청취하고, 이를 환자의 자세 변화와 관련하여 해석한 후 심전도 소견과 

종합하여 문제를 풀었다. 실제로 920명의 학생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각 텍스트형 문항 또는 멀티미디어 문항을 풀게 했을 때, 멀티미디어 문항 

군에서 텍스트형  문항군에 비해 문항 난이도와 문항 분별도가 유의하게 낮

았고, 멀티미디어 문항군의 미디어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은 147초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청진 소견을 의학용어로 기술해 주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답을 맞힐 수 있으나, 실제로 동일한 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는 청진 소견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진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10] 텍스트형 예제 문항 5.

  18세 남자가 운동을 할 때 숨이 차서 병원에 왔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5회/분, 호흡 18회/분, 체온은 36.7oC 이었다. 청진 시 좌측 

흉골 하연에서 수축기 심잡음이 들렸다. 심잡음은 서 있을 때 증가되었고, 

웅크려 앉았을 때 감소하였다. 심전도는 아래와 같다. 진단은?

⓵ 승모판 협착증        ⓶ 승모판 역류증        ⓷ 대동맥판 협착증

⓸ 대동맥판 역류증      ⓹ 비후성 심근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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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텍스트형 예제 문항 5.의 멀티미디어 문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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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의 텍스트형 문항 6.의 환자 문진 과정을 비디오 클립(길이 60초)으

로 제작하여, [표13]과 같이 환자의 주소와 함께 비디오 클립을 시험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수험자들은 문항줄기의 텍스트 부분을 먼저 읽고 비디오 클립을 

클릭하여 문진 과정을 시청하고 이를 해석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풀었다. 실

제로 920명의 학생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텍스트형 문항 또는 멀티

미디어 문항을 풀게 했을 때, 멀티미디어 문항 군에서 텍스트형  문항군에 

비해 문항 난이도와 문항 분별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멀티미디어 문항군의 

미디어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은 96초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진 결과

를 텍스트 형태로 기술해 주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답을 맞힐 수 있으나, 실제

로 동일한 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는 문진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종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12] 텍스트형 예제 문항 6.

 20세 남자가 1주일 전부터 갑자기 기분이 들뜨고 잠을 자지 않으며 자

신이 교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보호자에 의하면 2개월 전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반복적으로 들고 우울감이 심하여 치료 약물을 투여 받았다고 한

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약물은?

① 리튬         ② 올란자핀        ③ 암페타민       

④ 부스피론     ⑤ 파로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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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텍스트형 예제 문항 6.의 멀티미디어 문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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