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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지난 1994년 ‘최선의 진료, 첨단의학 연구,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한다는 설립 이념으로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18년 

간의 뚜렷한 업적을 통해 한국 의료계의 중심 병원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계의 주변 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제 

해결을 요구 받는 이때, 우리 의료인 스스로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역량을 

갖출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턴 과정은 학교를 떠나 수련의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중대한 시기로서 

수련에 증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함께 좋은 주변 환경과 올바른 

스승이 필요합니다.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여러분에게 최적의 수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병원장으로서 여러분께 3가지 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로서 최고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배움의 

열정을 쏟아 부어 진정한 의료인으로 굳건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인술(仁術)을 갖춘 의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이해하고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의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현대 의학은 모든 시스템이 

세분화·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동료와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진료를 시행 할 수 있으므로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습득 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인턴 선생님들이 진료에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수련부장과 

여러 진료과별 교수진의 노고로 지속적으로 개정 출간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 

교육 지침서 발간 T/F 위원회에서 5개월 여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와 닿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자가 앞으로 1년간 본인의 역량을 더욱 정진하고 더 나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지침서로서 널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삼성서울병원장  송  재  훈



발 간 사

인턴 과정은 본격적인 전공의 과정 수련에 앞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각 

진료과를 순환 근무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모색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을 되새기며 실제 임상진료를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4년 개원 당시부터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인프라, 

선진형 의료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의료계가 한단계 발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최대규모의 Full-PACS, PDA폰을 이용한 Mobile 

최신 시스템, 전 병동 EMR 구축 등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008년 삼성암센터 개원을 통해 암치료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글로벌 인류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전공의가 직접 선정하는 최우수 교수를 

상·하반기에 각각 발표하여 교수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으며, 교수와 

인턴 의사들을 한 그룹씩 배정하여 어려운 수련의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인턴 선생들의 수련생활에 길잡이와 조언·상담 등 마음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인턴 멘토제”를 첫 도입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등 의사 양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턴 과정은 일차적인 환자 진료를 통해 의사로서의 기초를 닦는 수련기간인 만큼 

첨단 의학지식 습득에 앞서 환자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을 익히는데 무엇보다 

충실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수련부는 지난 1997년 첫 진료지침서를 발간한 이래 새로운 의학 

지식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개정판을 지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 진료지침서가 인턴 수련 기간 중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양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발간하였으며, 책자 

개정을 위해 바쁜 일과를 할애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공의 교육 

지침서 발간 T/F 위원회”와 여러 진료과별 집필진 교수, 그리고 교육수련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삼성서울병원 교육수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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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Hippocrates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총론ⅰ



SMC기본이념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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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턴 진료지침서

1. 소화기내과분과





소화기내과 13

소화기 내과 인턴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방법을 습득하고, 진단과 치료로 시

행되는 각종 검사 및 수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다. 

2.  향후 일반의(General physician), 타과 전문의 혹은 해당과 1년차로

서 소화기 내과에 대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술기를 함양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소화기 내과 환자의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에 숙달하며 진단 및 치료 

수기를 숙지한다. 

2. 소화기 내과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 능력을 배양한다. 

3. 위장관 출혈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처치능력을 배양한다. 

4.  소화기 내과 기본 술기(복수천자, 비위관 삽입, SB tube삽입)에 대해 

숙지한다. 

5. 내과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최신의학지식을 습득한다.  

6. 주치의 진료에 협조하며, 해당 병동회진에 참여한다. 

III.	근무지침

1. 업무 시작 시간:  오전 6시 45분 내과 전체 병동 당직 보고에 참석 일요

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에 당직 교대를 한다. 당직 

일정은 해당월 수석 전공의가 정한다. 

2. 업무장소: 해당 월 의국 수석전공의에 의해 배정된 소화기 내과 병동  

3. 복장: 가운과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한다. 

4.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오후 6시에 당직교대하고, 익일 오전 6시 

45분에 당직보고에 참석한다.

5. 각 분과 별 배정 및 순환 기준: 해당월 의국 수석전공의가 정한다. 

IV.	진료지침

1. 병력 청취: 다음의 상황을 문진한다. 

복통의 위치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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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구토 유무

장운동의 변화와 변비, 설사 유무

위장관 출혈 유무(토혈, 흑변, 혈변)

황달의 유무와 기간

2. 복부진찰

간, 비장, 신장의 비대여부와 관찰을 위해 타진 및 촉진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복수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shifting dullness, 

fluid wave 검사를 응용해 본다. 담낭의 촉진과 압통 유무, Murphy’s 

sing 유무를 통해 담낭 및 담도 질환을 감별한다. 

3. 기본술기 

1) 비위관 삽입 및 위 세척술 

(1) 적응증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 및 활동성 출혈의 지속여부 확인, 위

산 양의 확인, 위장 용적의 측정, 약물 과용이 의심될 경우에

는 약물 희석, 감압 치료 위장 내용물의 제거, 위장 세척, 영

양공급 

(2) 준비물 

비위관, 수용성 윤활제, 50cc 주사기, 배액할 용기, 1인치 폭 

반창고, 가위

(3) 삽입 방법 

① 가능하면 환자를 편한 자세로 앉게 한다. 

②  삽입할 길이를 재서 튜브에 반창고로 표시를 한다.(튜브를 

코에 대고 귀 뒤로 넘겨서 상복부 까지 재어 길이를 예측

한다. 성인의 경우 대략 50cm 정도이다)

③  콧구멍을 교대로 막고 숨을 들이 쉬어서 더 잘통하는 쪽을 

선택한다. 

④ 튜브의 말단 부위를 중심으로 윤활을 충분히 한다. 

⑤  비강하면을 따라서 튜브를 삽입하는데 이때 끝이 비강 상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한다. 

⑥  비인두 연접부의 굴곡을 지나서 튜브가 13~15cm가량 들

어가면 환자가 목에 이물감을 호소한다. 이때 삽입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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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심호흡을 3-4회 시키고 목을 굽혀서 턱이 가슴에 닿

게 한 후 빨대로 물을 마시게 하고 삼킬때에 맞추어서 표

시한 길이까지 조심스럽게 계속 삽입한다. 

⑦  말을 시켜보아서 쉰 목소리가 나면 기도로 들어간 경우로 

재빨리 빼낸다.

⑧  주사기로 흡인을 해서 위장 내용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

거나 공기를 주입하면서 청진기로 상복부에서 기포음을 

들어본다. 

(4) 합병증:  기관삽입, 비 출혈, 식도 미란, 위장 출혈, 중이염, 

비강미란, 기도 흡인 등

2) 위세척술 

(1)  상부 위장관 출혈과 하부 위장관 출혈의 감별과 출혈의 속도 

평가와 Blood clot을 제거함으로써 내시경에 대비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2)  한번에 200-300cc의 위 세척액을 위안에 삽입되어 있는 위

비관을 통해서 주입한다. 

(3)  이후 중력에 위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도록 비위관의 끝을 

배액 할 통에 놓아둔다. 

(4)  이러한 자연적 배액법이 인위적 배액법보다(흡입: suction)

보다 더 효과적이고 위점막에 덜 손상을 준다. 인위적 배액으

로 위 점막에 손상을 주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진단에 혼동

을 일으킬 수 있다. 

3) 복수 천자 

(1) 적응증:  복부 외상이나 복수, 복막염이 있는 경우 적응이 된다. 

(2) 방법 

①  복수 천자는 배뇨후 앙와위에서 시행하며, 위치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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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cburney point(배꼽과 anterior superior 

iliac crest를 연결한 가상선 상에서 바깥쪽으로 약 1/3가

량 되는 위치)에서 시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꼽 5cm아

래의 정중선에서 시행하기도 한다.

②  혈관 카테터 주사침(보통 21G)을 수직으로 세우고 복강내

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보면 복막이 뚫릴 때의 느낌이 

온다. 특히 마른 환자에서는 천자후 누출을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천자침을 복강 내로 삽입한다.

③  복수의 양이 적어서 보통의 방법으로 천자가 불가능하면 

환자의 상체를 올리고 좌측으로 몸을 기울인 채 자세히 타

진하여 천자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3) 합병증:  기복증(pneumoperitoneum), 장천공, 출혈, 복

강내 감염 

V.	Sengstaken-Blakemore	튜브	삽입	

1. 적응증

식도정맥류 출혈, 위의 분문부나 위저부 출혈, 대량 출혈환자로 위 식

도 정맥류 출혈이 강력이 의심될 때  

2.  준비물:  S-B tube, 50cc 주사기, 수용성 윤활제, 청진기, 수은 혈압

계, 면반창고 extension tube, 5% dextrose 또는 생기 식염

수 500cc 1개, 가위 

3. 삽입 방법 

1) 위쪽 풍선과 식도쪽 풍선에 공기를 채워서 공기 누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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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체위는 가능한 앉도록 하며 삽입길이를 대충 예상하고 표시

를 해둔다. (비위관 삽입법과 비슷) 

3)  튜브에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 후 비위관 삽입법과 같은 방법

으로 삽입한다. 

4)  자연스럽게 튜브를 전진시키고 지정한 길이 만큼 삽입 후 50cc 주사

기로 공기를 넣으면서 튜브가 위 내부에 위치한지를 확인한다.(성인

에서 50-55cm)

5)  위내에 SB tube가 놓여진 것을 확인 후 50cc 주사기로 위쪽 풍선

에 200-300cc 정도의 공기를 넣어서 확장 시킨다. 이 때 공기가 새

어 나오지 않도록 켈리 등으로 튜브를 막아야 하며 풍선 확장 시키

는 동안에 심한 흉통이 있을 경우 식도 부위에서 확장이 있을 경우

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  위쪽 풍선을 확장 시킨 후 튜브를 천천히 당겨서 풍선이 위식도 경

계부에 걸리는 것을 확인 한다. 대개 위쪽 풍선을 확장 시키는 것만

으로도 출혈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 식도쪽 풍선을 확장 시키는 경우

는 흔하지 않다. 식도쪽 풍선을 확장시키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며 

혈압계에 튜브를 연결하여 풍선내의 압력이 20-30mmHg정도 되

게 맞춘다. 주의 할 것은 내압이 40mmHg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이 이상의 압력에서는 식도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시간 마다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7)  튜브를 면 반창고를 이용하여 콧구멍 옆쪽에 견인한 채로 고정한다. 

5% DW나 생리식염수 500cc를 300-500g의 무게로 정맥주사용 튜

브에 연결하여 침대 끝에 매달도록 한다. 

8)  견인시 점막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48시간 이상 풍선 확장을 하

지 않는것이 좋다.

9)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 삽관술을 고려

해야 한다. 

10)  급작스러운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대옆에 가위를 준비해두

고 발생시 가위로 튜브를 자른다. 시 가위로 빨리 튜브를 제거해야 

한다. 

4.  합병증 :  기도폐쇄, 위 내용물의 기도 흡인, 식도 파열, 위 점막 손상, 

콧구멍 아래의 압박 괴사 



인턴 진료지침서18

VI.	평가	

1. 평가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10점

①  일과 시간 병동 근무 및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

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 10점

①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병

동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시, 주치의나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

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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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과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①  병동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시술 전 평가와 동의서 

작성을 한다.

②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소화기 내과의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인턴기록 및 수기 후 경과 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

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 불량, 3-4: 미흡, 5-6: 보통, 7-8: 우수, 9-10: 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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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기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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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내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수련	목표

1.  일반목표: 다양한 순환기 내과 질환들의 임상 양상, 진단, 치료 및 예

후를   이해하고 이들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검사

와 술기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2. 구체목표:

1)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인다.

2)  병동 주치의와 연계하여 병동환자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술기를 시

행하며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3)  각종 검사 및 술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환자에게 검사 필

요성 및 검사 시행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 표1. 인턴이 참석 해야 하는 순환기내과 conference (내과 conference 제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7:30~8:00 7:30~8:00 7:30~8:00

Mortality conference
Imaging conference

Interesting case

순환기 내과 당직보고 순환기 내과 당직보고

II.	근무	수칙

1.   순환기 내과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순환기 내과 의사라는 책

임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습득한다.

2.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III.	진료지침

1. Cardiovascular evaluation

1)  Electrocardiography

2)  Treadmill test

3)  Head-up til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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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bulatory ECG monitoring

5) Signal averaged ECG

6) Ambulatory BP monitoring

7) Echocardiography

8) Cardiac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9) Computed tomography (CT) angiography

10) Coronary CT angiography

11) Duplex scan

12) Coronary angiography, Angiography

13) Cardiac catheterization

14) Electrophysiologic study

15) Cardiac biopsy

2. Intervention

1)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2)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3) Percutaneous valvuloplasty

4) Pacemaker, temporary and permanent

5) Biventricular pacing

6)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7)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Electrocardiography

1. Recording an ECG

※ 표 2. 표준 12 전극 심전도와 부가적인 전극의 위치와 연결 

Lead	
type

Positive	input Negative	input

Standard Limb Leads

I Left arm Right arm

II Left leg Right arm

III Left leg Left arm

Augmented Limb Leads

aVR Right arm Left arm plus left leg

aVL Left arm Right arm plus lef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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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type

Positive	input Negative	input

aVF Left leg Left arm plus left leg

Precordial leads *

V1 Right sternal margin, 4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2 Left sternal margin, 4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3 Midway between V2 and V4 Wilson central terminal

V4 Left midclavicular l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5 Left anterior axillary l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6 Left midaxillary l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7 posterior axillary l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8 posterior scapular l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V9 Left border of spine, 5th intercostal space Wilson central terminal

✽  The right-sided precordial leads V3R to V6R are taken in mirror image 
positions on the right side of the chest.

※ 그림 1. 흉부 전극의 위치

2. ECG technique

1)  ECG를 찍기 전에 항상 환자의 이름과 등록 번호를 입력한다. (또는 찍

은 후에 ECG에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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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와 전극과의 충분한 접촉이 중요하다. 

(1)  Skin irritation 이 있거나 skin abnormalities가 있는 곳은 피한다. 

(2) Hair가 있으면 삭모하거나 hair가 있는 곳을 피한다.

(3) Alcohol로 전극을 붙일 부위를 닦는다. 

3) Calibration : 1mV=10mm

4) Paper speed : 25mm/sec

5) ECG가 기록될 동안은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한다.

6) ECG 전극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1)  절단이나 화상, 붕대 등으로 인해 표준 위치가 적합하지 못한 경우

에는 가능한 한 표준 위치에 가깝게 붙인다.

(2)  빈맥 시 atrial activity를 잘 보기 위해서는 V1전극을 표준 위치보

다 one interspace위로 이동한다.

(3)  Dextrocardia의 경우에는 RA lead와 LA lead 를 반대로 바꾸고 

precordial lead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붙인다.

(4)  RV infarction은 V4R position에서 가장 잘 보이므로 inferior 

MI가 의심되면 Rt. Precordial lead도 같이 check 한다.

(5)  Check한 ECG 상에서 arrhythmia가 보이면 반드시 long strip을 

반드시 찍는다.

(6)  Inferior lead에 small Q wave가 보이는 경우에는 deep 

inspiration 시킨 상태에서 다시 찍는다. 

Femoral	artery	sheath	removal

1. Sheath removal 시 준비물

1) Dressing set 1EA

2) Lidocaine with 26G needle

3) Blade for stitch out

4) Gause

5) Atropine 1A bedside prep

2. Sheath exit site를 dressing 한다.

3. 26G needle을 이용하여 lidocaine으로 국소마취를 충분히 한다.

4. Blade로 stitch out을 한다.

5.  Femoral pulse를 촉지하여 혈관의 주행경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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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dial side에 있는 venous sheath를 제거 후 2~3분 간 압

박 지혈한다.

7.  Lateral side에 있는 arterial sheath를 제거한다. 이 때, 실

제 혈관의 천공 부위는 skin puncture site보다 1~2mm 상

방에 있으므로 puncture site보다 1cm 상방에 거즈를 대고 

30분 이상 압박한다. 압박시 하지의 circulation은 유지되어

야 하므로 너무 심한 압박은 금기이다.

8.  sheath removal 시 orthostatic hypotension, vasovagal 

reaction 등이 생기면 hydration 하면서 필요시에는 미리 준

비된 atropine을 주사한다. 

9.  30분 이상 압박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puncture site의 

oozing 여부를 확인하고 손을 뗀다. 이 때, 주변을 손가락으

로 가볍게 두드려 보아서 oozing 이 없으면 완전히 지혈된 것

으로 생각하고 dressing 후 sandbag을 올려 놓고 환자에게 8

시간 이상 절대안정을 할 것을 주의시킨다. 

※ 그림 2. Anatomy of femoral s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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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dmill	test

1. 검사자의 역할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를 한 후 운동검사를 감독한다. 검사 동안 협심증 증

상유무, 혈압, 심장 박동수, 리듬, ST분절 변화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2. 환자 준비

 검사 3시간 전부터 금식과 금연하여야 한다. 복용 중인 약물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하나 베타차단제와 같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중

단을 고려한다. 검사 전에 금기증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 표3. 운동 검사의 금기증

절대 금기증

급성 심근경색 (2일 이내)

고위험 불안정성협심증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

증상 동반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

조절되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심장기능상실

급성폐색전증 또는 폐경색증

급성대동맥박리

상대 금기증

좌주간부 관동맥 협착

중증도 심장판막협착증

전해질 이상

심한 동맥 고혈압

빈맥성 부정맥 또는 서맥성 부정맥

비후성 심근병증 및 다른 형태의 유출로 폐쇄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

고도 방실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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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증

 서맥성 부정맥, 빈맥성 부정맥, 급성관동맥증후군, 심장기능상실, 저혈압, 

실신, 쇼크, 사망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 근육골격계통 손상, 심한 피로, 어

지러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검사로 인한 심근경색 또는 사망의 빈도는 2500검사에서 1건으로 알려

져 있다.

5. 운동검사 종료 적응증

※ 표 4. 운동 검사 종료 적응증

절대 적응증

Q파 없는 유도에서 1.0mm이상 ST분절 상승(V1, aVR제외)

허혈 증거와 함께 수축기 혈압이 기저혈압보다 10mmHg 이상 감소

중등도에서 중증의 흉통

중추신경계증상 (ataxia, near syncope)

불량관류증후 (cyanosis, pallor)

지속적인 심실 빈맥

심전도 또는 혈압 감시의 어려움

환자의 중지 요구

상대적 적응증

허혈의 증거없이 수축기 혈압이 기저혈압보다 10mmHg 이상 감소

2mm이상의 수평형 또는 내리막경사형 ST분절하강, QRS변화, 심한 축 이동

지속적 심실 빈맥 외 부정맥

피로, 숨참, 다리근육경련, 절뚝거림

각차단, 심실내 전도지연이 나타나 심실 빈맥과 구별 못할 때

가슴통증 증가

수축기 혈압 > 25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115mmHg

Head-up	tillt	test

 체내 자율신경계의 일시적인 과도한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신경성 실

신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복상태에서 환자를 기립검사 테이블

에 수평으로 눕히고 10~20분간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한 후 검사 테이블

을 60~70도 각도로 세운 상태에서 환자의 혈압과 심박동수를 관찰한다. 

20~45분간 관찰 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약물을 이용한 검사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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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간다. 약물을 이용한 검사 단계에서는 15~20분간 체내 자율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이소프로테레놀을 사용한다. 검사 시 혈압 저하, 서맥, 심정

지로 환자가 실신 전 단계 증상 혹은 실신을 경험하거나 검사 최종 단계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검사 테이블을 수평으로 내리고 검사를 종료한다. 

기립 경사 검사 시 양성반응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  혈관운동억제형: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로 갑자기 감소한다.

2.  심장기능억제형:  3초 이상 심정지나 심박동수가 분당 45회 이하로 느려

진다.

3. 혼합형: 혈압저하와 심박동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

Ambulatory	ECG	monitoring

 일상 생활중에 환자의 심전도를 기록하고 환자로 하여금 증상을 기록하게 

하여 부정맥의 진단 뿐 아니라 증상과의 관련성 여부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 

Ambulatory	BP	monitoring

 활동중 혈압측정은 비침습적이며 자동화된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 방법은 양팔의 수축기 혈압 차이가 10mmHg 미

만이면 비우성팔을 사용하고 10mmHg 이상 차이가 나면 높은 쪽의 팔을 사

용한다. 24시간 동안 15~30분마다 한번씩 혈압을 재어 총 50~100번 정도 

혈압을 측정한다. 검사 동안 취침시간, 기상시간, 육체활동, 정신활동, 식

사, 투약 등의 일상활동과 일어난 증상에 대해 기록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백의성 고혈압(white coat hypertension)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취침 때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혈압 형태 

유무를 찾아내고 야간 고혈압, 표적장기손상이 비교적 적은 저항성 고혈압, 

진료실에서 혈압변동이 심한 고혈압, 노인에서의 고혈압, 임신고혈압, 고혈

압 약제의 치료반응 평가, 저혈압 유무 조사, 자율신경병증이 의심될 때 사

용될 수 있다.

성인에서 정상 범위는 활동기 평균이 135/85mmHg 미만, 취침기 평균이 

120/70mmHg 미만으로 제시되고 있다.

Echocardiography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심장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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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여기에서는 특수한 심초음파 검사법에 대

하여만 기술하고자 한다.

1.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

식도에 탐촉자를 넣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위내시경 검사 때와 

같이 피검사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식도와 심장 사이에는 다른 구조

물이 없어 심장 구조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고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법으

로는 완전히 관찰할 수 없는 흉부대동맥을 대부분 볼 수 있어서 대동맥 질

환의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2. Contrast echocardiography

Three way를 이용하여 수동식으로 agitated saline을 만들어서 사용하

는 방법과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조영 상품을 사용하는 방

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포의 크기가 모세혈관 직경보다 크고, 그 

크기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서 정맥 주사할 경우, 폐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좌심방 및 좌심실을 조영할 수는 없으나 검사실에서 간단

히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난원

공 개존이나 shunt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모세현관보다 더 작은 크기의 미세기포를 이용하는 조영심초

음파의 경우 정맥주사를 통하여 좌심방 및 좌심실을 조영할 수 있으므로 

심초음파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좌심실의 심내막 경계를 뚜렷이 

관찰하는데 이용하여 심초음파 검사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최근

에는 심근의 관류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3. Stress echocardiography

운동부하나 약물부하를 이용하여 심장에 적절한 부하를 가하고 동시에 심

초음파 검사로 심장의 벽운동을 관찰하여 심근허혈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

사이다. 이 검사의 정확도는 단순한 운동부하 검사법에 비하여 뛰어나며 

핵의학을 이용한 심근주사법과 비슷하다. 

Cardiac	catheterization	and	angiography

 심도자술은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심

질환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기 힘들 때 사용된다. 심도자술의 사망률은 

0.1%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술 전 환자의 병력, 이학적 검사 및 검사소견

이 필요하다. 병력은 과거의 심근경색 병력, 관동맥 우회로술 시행 병력, 심

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이전 시술 때의 합병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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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환자의 탈수 또는 폐부종 상태, 판막질환의 유무, 좌심실기능부전, 

신경학적 이상, 폐질환의 유무를 알아보아야 하고 특히 대퇴동맥 및 복부대

동맥, 경동맥 등의 잡음(bruit) 및 박동여부를 진찰하는 것이 시술방법을 결

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CBC, electrolyte, BUN/Cr, PT/aPTT, 심전

도 및 흉부방사선촬영을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전처치는 diazepam 5~10mg을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며 환자는 시

술 전 4시간 이상 공복이어야 한다. 심장약은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일

반적이나 spasm test를 시행하는 경우 혈관확장제를 반감기의 4배 이상 사

용을 중지하여 위음성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찍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 당일은 포도

당이 포함된 수액을 투여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는 원래 양의 1/2만 

아침에 투여하고 경구 혈당 강하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시술 당일 중지한다. 

항응고제는 시술 4~6일 전에 중지하여야 하며 항응고제의 투여가 꼭 필요

한 환자는 heparin을 정맥투여하고 시술 4시간 전에 투여를 정지한다. 조영

제가 투여되므로 contrast induced nephropathy 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와 

contrast hypersensitivity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지침을 따른다.

Electrophysiologic	study

 여러 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는 전극도자들을 정맥이나 동맥 혹은 동정맥 모

두를 이용하여 심장내 여러 부위에 위치시킨 후 각 부위에서 심장내 전기도

를 기록하여 특정 질병 상태를 진단하거나 전기자극을 가하여 부정맥을 유

발하거나 진단하는 검사이다.

 진단적으로는 동결절 기능의 평가, 전도장애 부위의 진단, 빈맥의 진단과 

기전에 대한 이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실신의 진단, 심계항진의 진단 등

에 이용된다.

Cardiac	biopsy

 심근 생검의 적응증은 표 5와 같다.

 표5. 심근 생검의 적응증

심근염의 진단과 추적검사

압박성 심낭염과 제한성 심근병증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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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성 심근질환의 진단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의 감시

항암제 심장 독성의 감시

 

우측 경정맥 또는 대퇴정맥을 통하여 생검기구를 삽입한 후 우심방에서 생

검을 시행한다. 심근 생검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서 전체적인 합병증은 

1~2%에서 발생하고 그 중 심낭압전이 0.5%이하 사망이 0.05%이하에서 발

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일반적으로 심도자술 전처치에 준하지만 관동맥 중재술 시 특히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투여이다. 아스피린이 시술 중 급성 폐색등의 합병증을 

50~75% 정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고는 시

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응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될 

수 있는 한 빨리 아스피린 300mg과 클로피도그렐 300mg을 투여하고 시술

한다.(급성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경우 아스피린 300mg과 클로피도그렐 

600mg을 투여한다.)

IV.	인턴	평가	항목

공통평가항목

 다음의 항목에 대해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불량(1) 으로 평가

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교육 수련부에서 제시하는 인턴근무평가양식을 근거

로 한다.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1) 근무복장 준수: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근무시간 동안 

착용한다.

2) 대인관계

(1) 주치의 및 병동 의료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2)  함께 근무하는 인턴들과 당직 일정 및 업무 분담을 균형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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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자세

1) 근무위치 준수

(1) 지정된 내과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2)  보고 없이 무단이탈 시 인턴 성적에 불이익이 있으며, 이탈한 

인턴의 업무 분담은 남은 인턴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2) Call 에 대한 신속한 응답

(1) 병동에서의 call 에 신속하게 대응 및 처치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   술기 시행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뒤 충

분한 설명 후 시행한다.

3. 임상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 스탭과 주치의와 함께 하는 병동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환자의 말에 귀기울이며, 의사의 판단으로 주치의에게 보고

해야 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시 주치의에게 내용을 보고

하여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능력

(1)  내과에서 인턴이 시행하는 술기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행 후 procedure note 를 작성한다.

(2)  Primary call 이 인턴에게 갔을 때 환자를 방문하여 문진 및 

진찰 후 적절하게 assessment 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

이 어렵다고 생각될 시 당직 전공의에게 지연없이 보고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  인턴 기록 및 시술 후 procedure 경과 노트를 지체없이 작성

한다.

4. 지식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 참석

(1) 내과 내 conference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 회진 및 내과 conference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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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평가항목;	순환기	내과

1. 주치의로서 한 달에 적어도 15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한다.

1) 환자를 적절하게 문진 및 진찰하여 이를 전산에 기록한다.

2)  회진시간에 환자에 대해 스탭과 상의하며 순환기 내과의 기본 진료를 

습득한다.

3)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해 연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내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2. 심전도

1)  Call 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심전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2)  이전 심전도와 비교하여 리듬의 변화가 있을 시 당직 전공의나 주치의

에게 보고하고 이후 management 에 함께 참여한다.

3)   시술 동의서를 받을 때 시술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

명한다.

4)    순환기 내과 내에서 시행하는 스텝 강의 및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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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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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인턴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호흡기내과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반의사로서 호흡기 질

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본 처치와 술기를 익힌다.

2.  각 호흡기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호흡기내과 진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규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

는 기본 업무를 이해하고 숙련한다.

2.  호흡기내과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반의사로서 호흡기 

질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본 처치와 술기를 익힌다.

3.  호흡기 질환의 특수한 병태 생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호흡기내과 회진에 참여하여 관련 질환 및 진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여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II.	근무지침

1. 출퇴근시간:  오전 7시까지 해당 병동에 출근하여 오전 정규업무 내용

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한다. 정규 퇴근시간은 오후 7시로 

퇴근 전 당직 인턴에게 미해결 업무에 대해 반드시 인계하

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업무장소:  일과 시간 중 해당 병동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

무 중 업무장소 이탈 시 해당 주치의에게 보고토록 한다.

3. 복장:  근무 중 복장은 단정한 복장에 가운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술을 위한 경우 병원 내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4.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해당 병동의 업무 및 중요 환자에 대해 인계하여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한다. 업무 누락 시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해

당 병동 담당 인턴에게 있다. 

5.  병동 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동 병동장 및 수석 전공

의와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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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진료지침

1. 기본업무

1)업무정의:  호흡기내과 진료에 있어 수련의가 시행하여야 할 기본업

무로 정규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규화된 수련의 업무

2) 목적:  호흡기내과 진료에 필요한 기본 업무로 의료진의 일원으로 진

료에 참여

3) 내용 

(1) 당일 시행될 특수검사 내용 설명 및 동의서 취득

(2) 응급 검사 채혈, 이송 및 결과 확인: POCT 검사

(3) 환자들의 상처 관리: dressing

(4) 주치의 진료에 협조

(5) 내과 conference 참여

(6)  매주 월, 수, 금 아침 7시 30분 (암센터 9층 회의실) 아침 미

팅 (morning meeting) 준비 및 참여

4) 평가요소:  수련의의 기본 업무 부주의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

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병동 주치의에 

의한 수련의 평가 항목 중 근무자세 및 임상능력 평가에 

적용되며 수석 전공의 및 병동장에게 통지

2. 회진참여 

1) 업무정의:  매일 일과 시작 전 주치의 및 수석 전공의 회진에 참여하

고 일과 중 교수님 회진에 우선적으로 참여

2) 목적: 호흡기내과 진료에 직접 참여

3) 내용:  일과 시작 전 시행되는 주치의 및 수석 전공의 회진에 참여하

여 당직 시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미숙한 부분을 수석 전공의와 상의한

다. 일과 중 교수님 회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이 담당

한 병동의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호흡기내

과 진료에 관련된 지식을 수련 받는다.

4) 평가요소:  회진 참여 정도를 주치의, 수석전공의 및 교수님들에게 

확인하여 수련의 평가 항목 중 임상 능력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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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진료

1) 업무정의:  호흡기내과 수련 기간 동안 최소 2명 이상의 환자에 대해 

주치의로서 직접 진료

2) 목적: 호흡기내과 진료에 대한 수련

3) 내용:  수석전공의 판단 하에 경증 환자 또는 검사만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수련의로 하여금 주치의로서 직접 진료하도록 하고, 

그 과정은 수석전공의와 함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상의하여 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한다.

4) 평가요소:  환자 진료 정도를 주치의, 수석전공의 및 교수님들에게 

확인하여 수련의 평가 항목 중 임상능력에 반영

V.	 	호흡기내과	진료에	필요한	기본	술기

 모든 수련의는 아래 기술된 호흡기내과 진료에 필요한 기본 술기에 대해 근

무 시작 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치의 또는 수석 전공의에 의해 숙련 정

도를 평가 받은 후 시행하고, 주치의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1. 동맥 천자

동맥혈 채취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이 달린 5ml 이내의 것을 사용

하며, 먼저 헤파린을 주사기 속에 뽑아 골고루 바른 후 주사기 안의 

공기와 헤파린을 배출시킨다. 병동에 비치된 동맥천자용 주사기(BD 

PresetTM)를 사용하여도 된다. 검지로 요골동맥을 촉지하여 확인하고 

주사바늘을 피부와 60o 각도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동맥으로 밀

어 넣는다. 동맥이 제대로 천자하였으면 동맥압에 의해 혈액이 주사기

의 cylinder를 밀고 주사기내로 들어온다(cylinder를 당겨 채혈하지 않

는다). 채혈이 끝나면 천자한 동맥부

위를 약 5분간 단단히, 그러나 동맥

혈행을 막지 않을 정도로 누른다. 검

체를 얻은 후에는 주사기내 기포를 

모두 배출시킨 다음 주사바늘을 고무

마개로 막아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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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강 천자 및 배액

흉막강 내 액체 채취 및 배액을 위해 흉강천자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자세는 그림과 같이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시행한

다. 흉막강 내 액제 배액 시 시간 단축을 위해 30cc syringe로 배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IV route 확보된 상황에서).

3. 흉관의 관리: 삽입 부위 드레싱, 흉관 기능 확인, 흉관 제거

1) 드레싱 및 흉관관리:  흉관 삽입부위 드레싱은 그림과 같이 occlu-

sive dressing 을 시행하여 air leak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Chest bottle은 환자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하며 연결 tube가 꺽

이거나 꼬여서 배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흉관기능평가:  흉관 삽입 부위 드레싱 전, 후 다음을 이용하여 흉관

의 기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  Suction 적용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water seal chamber 안

의 fluid level이 호흡 주기에 따라 움직임(fluctuation)이 있

는 지 확인한다.

-  Suction 중인 환자에서는 suction control chamber의 air 

bubbling에 의해 water seal chamber의 fluid level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fluctuation에 영향을 미쳐 판단하기 어려우므

로, 잠깐 suction을 중단 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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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관제거

흉관의 제거 시기는 공기누출이 완전히 멈추고, 배액량이 매

리 1-1.5mL/kg 이하이며 출혈이나 농의 증거가 없을 때에 시

행한다. 기흉의 경우, 기침을 시켜보거나 valsalva maneuver

를 시켜보아서 흉관에서 공기누출이 없어야 하며 누출이 의심

이 되는 경우에는 흉관을 24시간 clamping 하여 X-ray에서 고

기 저류가 없어야 한다. 흉관 제거 전 먼저 dressing을 시행하고 

pursestring suture가 되어 있다면 이를 풀어 흉관 제거 후 타이

(tie)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다. 제거 시에는 환자로 하여금 full 

inspiration을 시킨 후 valsalva maneuver를 한 상태에서 한번

에(one swift motion) 흉관을 뽑고 occlusive dressing을 시행

한다.

4) S-1100 bottle 관리방법

Drain을 squeezing 할 때는 손에 젤을 묻히고 하면 squeezing

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유착촉진제를 주사하고자 할 때는 drain에다 바로 주사가 가능

하다.

Air-Leak 을 읽는 방법은 1단계에서 7단계로 표시하여 준다.

Suction-Level은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한다.

원하는 만큼 Suction압이 걸리면 오렌지볼이 떠오른다.

배액량이 가득 차는 경우 연결부위를 분리하여 배액통을 기울여 

비울 수 있다.

배액통에 Negative가 걸리게 되면 정상적일때 깜빡거리던 YES

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는 drain이 접혔는지 막혔는지 체

크한다든지 환자의 호흡상태나 배액통이 가득차있는지 유무등을 

확인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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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량을 Check할때는 숫자로 표시된 부분에 사인펜으로 바로 

적으면 된다. 따로 반창고를 붙인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 

PCD	tube

 모든 PCD tube 제거 전에는 무균적 방법으로 시행하며, PCD tube의 체내 

위치 및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PCD 제거 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

여 시행한다.

 

 

①  피부에 suture 된 실을 가위로 잘라 피부와 

분리한다.

②  먼저 forcep으로 PCD tube를 잡아 외부 

공기가 흉막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tube 자체도 피부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후 나머지 부위를 가위로 잘라 tube 안의 

가는 실이 잘려 pig tail 모양의 tube 끝이 

피부 밖으로 제거 시 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천천히 잡아당겨 PCD를 제거한다. 이 때 

저항이 심하게 느껴지면 시술을 중단하고 

상급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④  최종 제거된 tube를 확인하여 그림과 같

이 가는 실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

라 tip culture를 의뢰한다.



호흡기내과 45

T-canula	교환

 일반적으로 수술 후 5일정도 지나면 피부에서 기관까지 피부-기관루

(tracheostomy tract)가 잘 형성이 되며,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튜

브를 교체하여 육아종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튜브 

교체 전에 교체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분비물을 흡인 제거하여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 튜브 교체 

시 환자는 수술 시와 같이 ①경부를 신장시켜야, 피부 절개선과 기관절개창

의 위치가 일치하고, 기관절개창의 크기도 가장 크게 유지되어서 튜브를 삽

입하기 쉬워진다. 

 튜브를 교체할 시술자는 ②무균장갑을 낀 채로, 새 튜브의 경부 고정판에 

고정 테이프를 미리 감아 둔다. 교체할 ③튜브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특히 

커프가 있는 경우 커프를 팽창시키거나 수축시켜서 공기가 새지 않는지 확

인한다. 튜브 내에 끼우는 ④폐쇄구(obturator)가 있는 경우 미리 거치시킨 

다음,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서 준비한다. 이상과 같이 교체할 튜브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난 다음, ⑤기존의 튜브 주위 고정 테이프를 자르고, 튜브 양

쪽 측면의 경부 고정판을 잡고 빼는 데, 처음에는 직각으로 당기다가, 튜브

의 곡선을 고려해서 아래 방향으로 빼는 것이 좋다. 신속하게 ⑥기관절개 부

위에 소독을 시행하고, ⑦새 튜브를 삽입하는데, 주위 경부 연조직이나 근육

의 수축으로 튜브를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지면, 흡인 카테터를 이용하

여 기관 내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침을 유발하여 근 긴장을 풀게 하

는 것도 좋다. 새 튜브를 성공적으로 삽입하였으면 ⑧내부에 끼워진 폐쇄구

를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한다. ⑨고정 테이프를 묶기 전에 경부를 다시 굴절 

시키고, 경추에 무리가 되지 않게 ⑩경부의 측면에서 매듭을 지으면 반드시 

스퀘어 매듭(square knot)을 해야 한다. 또한 고정 테이프와 경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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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모든 교체 과정이 끝나

면, 반드시 양쪽 폐를 청진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폐쇄구(obturator)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해 볼 수 있다 (Clinical Proce-

dures in Emergency Medicine, 5th ed).

A, Before the old tube is removed, a small red rubber catheter (or 

other guide catheter) is passed into the proximal trachea. B, The 

tracheostomy tube has been removed over the catheter, and only 

the catheter remains in the trachea. The catheter serves as a guide 

for easy and atraumatic insertion of a new tube. Note that the neck 

should be slightly hyperextended. C, A new tracheostomy tube, 

without the obturator, is threaded over the guide catheter; once the 

tube is in place, the catheter is removed. Similarly, if the trache-

ostomy tube has already been removed, the catheter may be passed 

through the stoma before a new tube is advanced. Note that an ob-

turator or inner cannula is not used when changing a tube with th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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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 소양: 인턴으로서의 기본 자세 (대인관계) 및 복장에 대한 평가

2) 근무 자세: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업무 누락 여부 등 해당 병동 근무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평가로 상황에 따라 해당 병동 간

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3) 교육 참여:  아침 미팅 및 오후 흉부방사선 컨퍼런스 등 교육 프로그

램 참여 정도 (출석)

4) 임상 능력: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관련된 기본 지식 정도 및 술기 능

력, 회진 참여 정도 및 의무기록 상태

2. 평가방법

1) A (21-25):  탁월, B (16-20): 우수, C (11-15): 보통, D (6-10): 

미흡, F (0-5): 불량

2)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 3단계(진료과

장)로 평가

3)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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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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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대사내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내분비대사내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내분비대사내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

는 부분을 배운다. 

2.  내분비대사내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의 임상적 특징들을 알고 

그러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들을 이해하며, 검사 결과

를 해석하여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임상적 지식을 숙지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입원 환자들의 인턴 기록을 작성한다.

2. 입원 환자들에서 시행되는 내분비검사들을 직접 시행한다.

3.  뇌하수체 기능 부전의 임상 양상과 진단을 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

며 그 검사 결과의 해석 방법을 숙지한다.

4.  말단비대증의 임상 양상과 그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검사를 수

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해석 방법을 숙지한다. 

5.  다뇨 환자의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의 종류를 알고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해석 방법을 숙지한다.

6.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임상 양상을 숙지하고 부신피질기능저하를 진

단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해석 방법을 숙지한

다. 급성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의 치료방법을 숙지한다.

7.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이해하고 당뇨병의 감별진단을 돕기 위한 당부

하검사와 인슐린 자극 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III.	근무지침

1. 출퇴근시간: 내과 전체의 지침에 따른다.

2. 업무장소: 동 10병동

3. 복장:  청결하고 단정하여 의사의 신분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가운을 

입는다.

4.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내과 전체의 지침에 따른다.

5. 각 분과 별 배정 및 순환 기준: 내과 전체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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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진료지침

1. 행위 별 업무 정의

1) 인턴 기록을 작성한다

2) 내분비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수행한다.

2. 행위 별 목적

1)   인턴 기록 작성을 통해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진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파악한다. 

2)   내분비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수행을 통해 각 질병의 진단을 위

해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알고 검사 결과의 해석을 익히며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방향의 변화를 이해한다. 

3. 행위 별 내용

1)   복합뇌하수체자극검사(Combined pituitary stimulation test, 

Cocktail test, Triple stimulation test)

(1) 업무정의: 복합뇌하수체 자극검사의 전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2) 목적:    인슐린, TRH, LHRH를 동시에 정맥주사하여 뇌하수

체에서 분비되는 여러가지 호르몬 분비능을 동시에 검

사하여 평가한다. 

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ⅰ 뇌하수체 전엽 기능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ⅱ  뇌하수체-시상하부 부위의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

하기 전후의 환자

(3) 내용

① 준비약물

ⅰ TRH              400 µg 

ⅱ LHRH            100 µg

ⅲ Regular insulin (RI)  0.1 – 0.15 unit/kg 

(가능한 0.15에 가깝게 한다)

ⅳ D/W 50 ml, 5% DW 1000 ml, N/S 1000 ml

②   Glucose intolerance (DM, Cushing’s syndrome, 

Obesity, Acromegaly 등)가 있는 경우 RI  0.15-0.3 

unit/kg 이상을 사용한다. 

③   심한 뇌하수체 기능부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RI 0.05 

unit/kg 정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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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H과 cortisol 자극을 위해 GHRH와 CRH를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래의 RI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검사과정

ⅰ   밤사이 금식을 하고 검사기간 중 앙와위(supine position)

로 유지

ⅱ   오전 8:00 18G needle, Y-connector (three-way 

cock)와 heparin lock으로 혈액채취가 가능한 IV line(A)

을 확보하고, 다른 부위에 N/S을 10-15 gtt로 점적하는 

IV line(B)을 확보하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검사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ⅲ   오전 8:30 (검사시작 30분전)부터 앙와위로 안정을 취하

고, 9:00 (0분)에 IV line(A)을 통해 기저치 측정을 위한 

8 ml을 채취한다. 이때 기저 호르몬 검사항목은 ACTH, 

IGF1, T3, T4, testosterone(남자), estradiol(여자), 

progesterone(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ⅳ 이어서 준비된 cocktail 검사 호르몬을 서서히 정맥주사한다.

ⅴ  주사 후 오전 9:30 (30분 후), 10:00 (60분 후), 10:30 

(90분 후), 11:00 (120분 후)에 IV line(A)을 통하여 5 ml

씩을 채혈한다. 매 채혈시마다 혈당측정기를 통하여 혈당

을 측정하며 한편으로 응급검사로 혈당을 측정하여 빨리 

결과를 확인한다 (보통은 30-45분 사이에 혈당이 최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주사 45분 후에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ⅵ  검사 종료 후 40 g 이상의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수

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고, 최소 2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⑥ 주의사항

ⅰ   검사기간 중 반드시 의사의 입회 하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중대한 저혈당 증세 (2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발

한, 의식장애, 경련 등)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50% 포도당 

용액 50mL을 정주한 후 검사를 계속한다. 의사가 판단하

여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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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의 용량을 감소시켜 (0.05 unit/kg) 다시 실시한다.

ⅱ   인슐린에 의한 자극은 혈당이 40 mg/dl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GH, cortisol의 검사 의뢰만 중지하고, 나머지 검사

는 그대로 진행한다. 인슐린의 용량을 0.05-0.1 unit/kg 

증량하여 주사한 후 저혈당이 발생한 시점을 검사 30분으

로 간주하고, 저혈당 시간에 맞추어 GH, cortisol 연속 검

사를 진행한다.

ⅲ   저혈당의 증상이 있을 때 BST로 그 수치를 확인하여, 혈

당이 40 mg/dl 이하인 경우 혈장 glucose 농도 확인을 위

해 혈액을 채취하면서 준비된 포도당 용액을 정맥 주입한다.

ⅳ   인슐린 투여 시 cortisol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환자는 

심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허혈성 

심질환이나 경련(epilepsy)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의 

유발이 위험하므로 인슐린 투여는 금기이다.

ⅴ   흔히 쓰는 여러 약물들이 호르몬 측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 외에는 투약중단 후 시행한다.

ⅵ   ACTH는 상온에서 쉽게 분해되므로 이를 위한 채혈을 할 

때 prechilled EDTA tube에 넣어 얼음에 채운 채로 운반

해야 한다. 검사실에서는 접수 즉시 저온에서 혈청분리하

여 측정 때까지 냉동보관해야 한다.  

ⅶ   heparin lock: heparin (10000 unit/ml) 1 ml을 saline 

10 ml에 희석시켜 매 채혈 후 희석용액 0.25 ml을 IV 

line (A)에 주입하여 응고 되지 않도록 한다. 매 채혈 전 

IV line dead space의 혈액 1 ml 정도를 미리 뽑아낸 후 

채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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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르몬 측정을 위한 채혈시기 및 판독 

-30’ 0’ 30’ 60’ 90’ 최대반응 정상반응

Glucose + + + + 30-45분 <40mg/dL

TSH + + + 20-40분

1)  기저치보다 5 mU/L 이상 
증가 

2)  Free thyroid hormone이 
낮은 상태에서 TSH가 적절
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능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PRL + + + 15-20분
기저값이: 2 ug/L이상이고, 
기저치보다 2배 이상 증가

LH + + + 15-45분

1)  절대치가 기저치보다 10 
IU/L 이상 증가

2)  폐경기 여성은 기초 LH, 
FSH가 반드시 증가되어  
있어야 정상이며, 그렇치 
않은 경우 기능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남자의 경우 LH, FSH가 낮
은 상태에서 testosterone 
정상 이하이면 기능 이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FSH + + + 60-90분
자극 후 최대값이 기저치보
다 2 IU/L이상 증가 

HGH + + + 40-90분

Peak의 절대치가 5 ng/ml 이
상 증가 
나이와 성별에 맞는 IGF1 수
치를 참고한다.

Cortisol + + + 60분
peak: >18 µg/dL 또는 7 µg/
dl 이상 증가

■ “-30분” 120분 등의 채혈은 의료보험 심사에서 삭감되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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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단 비대증의 검사

(1) 업무정의:   말단비대증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필요한 검사를 

내과 담당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행한다.

(2) 목적:   Acromegaly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수

행하고 질병을 이해한다.  성장호르몬 (GH)의 분비는 

박동적(pulsatile)이고, 주간의 농도가 야간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무작위로 혈청 GH 측정은 진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반복해서 공복 시 혈청 GH 농도

를 측정하여 10 ng/ml 이상이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상인에서도 운동, 수면, 스트레스 후에 GH

이 상승할 수 있고, 말단비대증 환자 5%에서도 GH 기

저치가 5 ng/ml 이하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IGF-I 

(somatomedin-C)의 혈중 반감기는 약 1주일로 농도

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혈중 IGF-I 농

도의 측정은 수일간에 걸쳐 분비된 GH의 통합 농도

를 반영한다.  이외에도 24시간 GH 농도를 측정 (최소 

20분 이하 간격으로)하거나 12시간 (또는 24시간) 요

중 GH 농도를 측정하여 분비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3) 내용

①  경구 당부하 검사 (GH suppression test by oral 

glucose loading)

ⅰ 적응증:   임상적으로 말단비대증이 의심되나 기저 GH치가 

높지 않은 경우

ⅱ 준비: dextrose 75g (Diasol 75:DIA7-S)

ⅲ 검사과정:

ⓐ   자정이후 검사시행까지 금식하고 검사시작 30분전부터 

앙와위로 안정한다. 

ⓑ 0분에 기저 GH과 혈당을 측정한다.

ⓒ  dextrose 75 g을 5분 동안에 걸쳐 마시도록 한다. 

ⓓ   GH과 혈당측정을 위한 혈액은 경구 당부하 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채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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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GH + + + + +

Glucose + + + + +

Insulin* + + +

C-peptide* + + +

* optional

ⅳ 분석: 

ⓐ   OGTT동안 GH이 1ng/ml 미만으로 떨어지고 IGF-I치

가 정상이면 Acromegaly를 배제할 수 있다. 

ⓑ   심한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헤로인 중독, levodopa 복

용, 당뇨병, 청소년기, anorexia nervosa 환자에서도 

성장호르몬이 당부하에 억제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주의점:

ⓐ   너무 급히 마시게 하면 구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

록 한다. 가급적 포도당 용액을 차갑게 만들어 놓는다.

② Somatostatin 억제검사

ⅰ 준비:    somatostatin (octreotide, Sandostatin) 100µg 

(1 vial)

ⅱ 검사과정: 

ⓐ   자정이후 검사시행까지 금식하고 검사시작 30분전부터 

앙와위로 안정한다. 

ⓑ  0분에 기저 GH을 측정한다.

ⓒ   Somatostatin 100 µg을 피하주사하고 1, 3, 5시간 후

에 각각 GH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ⅲ 분석:    GH 기저치의 50% 이상 감소되는 경우 억제되는 것

으로 분석한다.

③ Bromocriptine 억제검사

ⅰ 준비:   bromocriptine (Parlodel, dopamine receptor 

agonist) 2.5 mg (1T)

ⅱ 검사과정: 

ⓐ   자정이후 검사시행까지 금식하고 검사시작 30분전부터 

앙와위로 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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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에 기저 GH을 측정한다.

ⓒ    bromocriptine 2.5 mg을 경구 복용하고 1, 2, 3, 4, 5

시간 후에 GH을 측정한다.

ⅲ 분석:    GH 기저치의 50% 이상 감소되는 경우 억제되는 것

으로 분석한다 (정상에서는 bromocriptine 투여 후 

GH 농도가 증가된다).

3) 성장호르몬 결핍의 진단

(1) 업무정의:   성장호르몬 결핍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필요한 검

사를 내과 담당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행한다. 

(2) 목적: 성장호르몬 결핍의 진단과 치료

(3) 내용

① 인슐린 자극 검사

ⅰ 준비

ⅱ 검사과정

ⅲ 주의사항

ⓐ   검사기간 중 반드시 의사의 입회하에 검사가 진행되어

야 하며, 중대한 저혈당 증세 (2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발한, 의식장애, 경련 등)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50% 

포도당 용액 50mL을 정주한 후 검사를 계속한다. 의사

가 판단하여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음날 오전에 인슐린의 용량을 감소시켜 (0.05 unit/kg) 

다시 실시한다. 

ⓑ   인슐린에 의한 자극은 의미 있는 교감신경계 자극증상

이 나타나고 혈당이 40mg/dl이하 또는 기저치의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충분한 것으로 판정한다. 만일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GH의 검사 의뢰는 

취소하고 인슐린의 용량을 증가시켜 다음날 다시 시행

한다. 

ⓒ    인슐린 투여시 cortisol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환자는 

심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허혈

성 심질환이나 경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의 유발

이 위험하므로 인슐린 투여는 금기이다. 

ⓓ    GH 결핍 외에 비만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피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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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과용시 유발검사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사춘기 또는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유발검사에 대한 GH의 반응

이 증가되어 나타난다.

ⅳ 분석:   GH 가 기저치에서 5ng/ml이상 증가하거나 절대값

이 10ng/ml 이상일 때 정상이라 판정한다. 

② Glucagon 자극 검사

ⅰ 원리:    glucagon에 의하여 반응성 저혈당이 유발되고 이

는 GH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 반응은 베타 차단제

에 의하여 증강된다.    

ⅱ 준비

ⓐ   glucagon 1 mg (1 ampoule): 체중> 90 kg 일 때 1.5 

mg; 체중이 <40 kg 일 때 0.5 mg

ⓑ propranolol 40 mg: 체중 < 20 kg일 때 20 mg  

ⅲ 검사과정:

ⓐ   아침 공복상태에서 30분 이상 앙와위로 안정을 취한 후 

0분에 기저 GH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glucagon의 

심혈관계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propranolol 40 mg

을 경구투여하고 동시에 glucagon 1 mg을 근육주사 (

또는 피하주사)한다.   

ⓑ   주사 후 60분, 120분, 180분에 GH 측정을 위한 채혈

을 한다.

ⅳ 분석:   GH가 기저치에서 5 ng/ml 이상 증가하거나 절대

값이 10 ng/ml 이상일 때 정상이라 판정한다.

ⅴ 주의점:    검사가 끝날 무렵 오심과 구토가 생길 수 있다. 

기관지 천식, heart block,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금기증이다. 

③ Arginine infusion test

ⅰ 원리:   Somatostatin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GH 분비를 자

극한다. Arginine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므로 저

혈당 발생 위험이 있다.  

ⅱ 준비:   arginine 0.5 g/kg(20 g/m2, 최대 30 g; 1 

ampoule= 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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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사과정

ⓐ   아침 공복상태에서 기저 glucose, GH 측정을 위한 채

혈을 한다.   

ⓑ    arginine 0.5 g/kg(최대 30 g까지)을 normal saline 

100 ml에 혼합하여 30분간에 걸쳐 정맥주사하고 주사

종료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에 glucose, GH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ⅳ 분석:    GH가 기저치에서 5 ng/ml 이상 증가하거나 절대

값이 10 ng/ml 이상일 때 정상이라 판정한다.

ⅴ 주의점

ⓐ   Arginine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어린이, 노

약자, 영양결핍자 등에서 심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

다. 50%DW 50ml을 준비하여 저혈당에 대비한 후 검

사를 진행시킨다.

ⓑ   Panhypopituitarism 환자의 30~35%에서 false-

negative를 보인다. 

ⓒ 간부전이나 신부전은 금기증이다.

④ GHRH 자극검사

ⅰ 적응증:   시상하부성 GH 결핍과 뇌하수체성 GH 결핍을 

감별할 수 있다.

ⅱ 준비:  GHRH (human GHRH44) 100 µg (또는 1 µg/kg)

ⅲ 검사과정:

ⓐ    아침 공복상태에서 30분 이상 앙와위로 안정을 취한 후 

기저 GH을 측정한다.    

ⓑ   GHRH 100 g을 bolus로 정맥주사하고 30분, 60분, 90

분, 120분 후에 GH을 측정한다.

ⅳ 분석:

ⓐ    정상에서는 투여 후 15-30분 사이 (60분 이내)에 최대

자극이 되며, 기저치의 5배-10배정도 상승한다. 고용

량 (3 µg/kg 이상)을 사용하면 최대자극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무반응

ⓒ 시상하부성 기능저하 → 지연된 반응



내분비대사내과 61

ⓓ   기타 내분비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 쿠싱병 등) → 저

하된 반응이 기저질환 치료 후 정상반응으로 회복

ⅴ 주의점:    GHRH 투여 10분 후에 안면 및 흉부에 열감, 빈

맥을 느낄 수 있으나 저절로 소실된다. 

⑤ L-dopa 자극검사

ⅰ 원리:    시상하부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시켜 GH 분

비를 자극한다. 

ⅱ 준비:   L-dopa (Levodopa) 500 mg (소아는 10 mg/kg, 

maximum of 500 mg)

ⅲ 검사과정

ⓐ   환자는 검사도 중 계속 recumbent position을 유지하

고 아침 공복상태에서 기저 GH을 측정한다.

ⓑ    L-dopa 500 mg을 경구 투여하고 60분, 120분, 180

분 후에 GH을 측정한다. 

ⅳ 분석

ⓐ 60-90분 후 GH이 최대로 자극된다.

ⓑ   GH가 기저치에서 5 ng/ml 이상 증가하거나 절대값이 

10 ng/ml 이상일 때 정상이라 판정한다.

ⓒ   반응이 저하된 경우 뇌하수체성 및 시상하부성의 감별

이 어려우므로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  

ⅴ 주의점

ⓐ    L-dopa 투여 후 드물게 오심, 구토, vertigo,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⑥ Clonidine 자극검사

α-adrenergic agonist인 clonidine을 4 µg/kg(최대 0.25 

mg)을 경구로 투여한다. 투여 전에 GH 측정을 위한 채혈

을 하고 투여 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GH 측정을 위

한 채혈을 한다. 수축기 혈압이 20-25 mmHg만큼 떨어지고 

1-3시간 지속된다. 검사후 증상이 없어도 저혈압, 의식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간 관찰이 필요하다.

4) 요붕증의 진단

(1) 업무정의:   요붕증의 진단과 원인감별을 위한 다음 내용의 검사

를 내과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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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다뇨 및 요붕증의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석하여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내용

① 수분제한검사

ⅰ 준비

ⓐ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

고, 검사후 3-5%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한하여 검사를 하며, 의료인의 감시

하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자의 검체가 나가는 즉시 Sosm와 Uosm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검사실과 협조하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aqueous vasopressin(Pitressin)  5 unit 

(1ampule=20 unit)

ⅱ 검사과정

ⓐ   수분제한검사 전에는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저녁식사는 간단히 하되 홍차, 커피, 음주 및 흡연은 금

해야 한다. 저녁식사 이후부터 금식을 하되 수분제한시

까지 물을 마시는 것은 허용한다.   

ⓑ   요량이 10 L/day 이하이면 그 전날 저녁 6시-12시 사

이에 수분제한을 시작하고, 요량이 10 L/day 이상이면 

새벽 4-6시 사이에 수분제한을 시작한다.  

ⓒ    수분제한검사 시작시에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즉 

체중, 누운상태의 혈압, 기립시 혈압, 맥박수, 혈청과 

소변의 osmolarity, BUN, Na, plasma vasopressin(AVP) 

등을 측정한다.

ⓓ   환자가 수면도중 소변을 보기 위하여 깬 경우 Uosm와 

Posm 측정을 위하여 검체를 모은다.  

ⓔ    환자가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Uosm는 매시간마다, 

Posm와 체중, 혈압, 맥박, BUN, Na 등은 매 2시간마

다 측정한다. 또한 Plasma vasopressin(AVP)는 매 4

시간마다 측정한다.

ⓕ    탈수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며 환자가 무의식적으

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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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제한검사가 종료 기준 (목표)에 도달하면 

Pitressin 5 unit를 피하주사하고 30분, 1시간 후

에 각각 체중, 누운상태의 혈압, 기립시 혈압, 맥박

수, 혈청과 소변의 osmolarity, BUN, Na, plasma 

vasopressin(AVP) 를 측정한다. 

ⅲ 수분제한검사의 종료기준 (목표)

아래 4가지 중 한가지라도만족하면 목표에 도달한 것으

로 간주

ⓐ   매시간 측정한 Uosm 변화가 없을 때: 연속 3시간동

안 시간당 Uosm의 증가가 30 mOsm/kg 이하일 때 (

정상에서는 14-18시간 후, 심한 다뇨가 있는 경우는 

6-8시간 후에 도달)

ⓑ   Posm가 300 mOsm/kg에 이를 때 (Pitressin 주사 전

의 Posm는 최소한 288 mOsm/kg 이상이어야 한다.)

ⓒ 체중이 5% 이상 감소될 때

ⓓ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ⅳ 분석

ⓐ 수분제한검사에 대한 반응

· Uosm > Posm: central DI (partial), primary 

polydipsia, normal

· Posm > Uosm: central DI (complete), nephrogenic 

DI

ⓑ   Pitressin 주사에 대한 반응

·Uosm 50% 이상 증가: central DI (complete)

· Uosm 10 - 50% 증가: central DI (partial), 

nephrogenic DI (partial)

· Uosm 10% 이하 증가: nephrogenic DI (complete), 

primary polydipsia, normal

ⓒ    중증 요붕증은 pitressin 주사전에 Uosm<300, 

Sosm>310 mOsm/kg인 상태를 말한다. 이 때 

plasma AVP와 pitressin투여후  소변 osmolarity 변

화량에 따라 central DI와 nephrogenic DI를 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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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DI plasma AVP ∆Uosm after pitressin

Central DI low or undetectable > 50%

Nephrogenic DI high < 10%

※ 수분제한검사 및 Pitressin 주사 후 반응

감별진단
최대 Uosm 
(mOsm/kg)

최대 Posm
(mOsm/kg)

Pitressin 주사 후
Uosm의 증가 (%)

정상 농축 (764 ± 212) 289 ±  7 변화없음 (<5)

Complete central DI 매우 희석 (168 ± 59) 306 ± 12 현저한 증가 (>50)

Partial central DI 약간 증가 (438 ± 116) 294 ±  4 증가 (10-50)

Nephrogenic DI 희석 (<150) 302 - 320 변화없음 (<5)

Primary polydipsia
최대로 농축은 아님

(696 ± 190)
> 288 변화없음 (<5) 

High set osmoreceptor 농축 (> 600) > 295 변화없음 (<5)

✽ 수분제한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Hypertonic saline 

loading test, vasopressin infusion test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고장성식염수부하검사(Hypertonic saline loading test)

ⅰ 주의점:   수분제한검사보다 위험성이 더 많은 검사이므로 

경험이 있는 의사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에

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ⅱ 적응증:   수분제한 검사상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 partial 

DI의 감별진단을 할때

ⅲ 준비: 3% saline 500 ml, Normal saline 1,000 ml

ⅳ 검사과정:

ⓐ    기저 Sosm 와 plasma AVP를 위한 채혈을 하면서, 한

쪽 팔에 3% saline을 주사하고, 다른쪽 팔에는 채혈용

으로 normal saline을 정맥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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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aline은 2시간동안 주사하며 주입속도는 0.1ml/

kg/min로하며, 환자의 의식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여야 

한다.

ⓒ 매 20분마다 Sosm 와 plasma AVP측정을 한다.

ⓓ  Sosm 와 plasma AVP의 결과를 plot한다.

ⅴ 분석:   Sosm>300 mOsm/kg이면서 plasma AVP가 예상

보다 낮게 나온다면, 환자는 정상 Sosm 를 유지하

기위한 plasma AVP의 생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해

석되어 partial neurogenic DI로 진단한다.

5)  부신피질기능저하증(Adrenocortical insufficiency, Addison’s 

disease)의 진단

(1) 업무정의: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진단을 위한 다음 내용의 

검사를 내과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수

행한다.

(2) 목적: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진단과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

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3) 내용

① 기저 혈청 cortisol 농도와 ACTH 농도 측정

ⅰ 목적: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배제하기 위함.

ⅱ 방법 

ⓐ   오전 8시와 9시 사이에 혈청 cortisol과 ACTH측정을 

위한 채혈 시행

ⓑ   ACTH측정을 위한 채혈은 미리 냉각시킨 EDTA tube

에 시행한다.

ⅲ 결과분석

ⓐ   기저 혈청 cortisol이 19ug/dL이상이면 부신피질기능

저하증을 배제. 

ⓑ   기저 혈청 cortisol이 3ug/dL 이하이면 부신피질기능

저하증 진단. 특히 동시에 ACTH 농도가 100pg/mL이

상이면 일차성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으로 진단.

ⓒ    기저 혈청 cortisol이 중간인 경우 부신피질기능저하증

을 의심하여 자세한 검사가 요구됨.

ⓓ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경우 ACTH는 대개 20 

pg/ml 이하로 0-50 pg/ml의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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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ACTH는 실온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미리 냉각

시킨 EDTA tube에 담는 즉시 응고되지 않도

록 잘 섞어 얼음에 채워 핵의학 검사실로 곧바

로 보내고, 검사할때까지 -20 C °에 보관하도

록 한다. cortisol 측정을 위한 모든 채혈은 채

혈 30분전 heparin locking시킨 sampling 

route를 마련한 후 충분히 환자를 resting시킨 

다음 시행한다.

②   부신피질자극호르몬 급속 자극검사 (Rapid ACTH 

stimulation test)

 ⅰ 목적:   일차성 또는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선별검

사 (best screening test)

 ⅱ 준비:  Cosyntropin (synthetic ACTH) 250 µg (1 ampule)

 ⅲ 방법

ⓐ   식사나 시간에 무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Adrenal 

crisis가 의심될 때는 검사를 빨리 시행한 후 스테로이

드를 주도록 한다.

ⓑ   기저 cortisol, aldosterone과 ACTH측정을 위한 채혈

을 시행한다.

ⓒ    Cosyntropin 250 µg을 정주 또는 근주한 후 30분, 60

분에 cortisol과 aldosterone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사)

ⅳ 분석

ⓐ   기저 cortisol치나 자극된 cortisol치중 한 곳 이상에서 

18 µg/dL 이상이면 정상이다. 

ⓑ   일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경우 모두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최근 발생하거나 경한 이차성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의 경우 일부에서 정상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때에는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완전히 배제

하기 위하여 1ug low dose rapid ACTH stimulation 

test, prolonged ACTH stimulation test, 인슐린 유

발 저혈당 검사, CRH 자극검사, metyrapone 자극검

사 등을 시행하여 비정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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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반응의 경우 기저 혈장 ACTH 농도와 

cosyntropin 주입 30분째 혈장 aldosterone의 반응으

로 일차성 또는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감별할 

수 있다.

· 일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 : high ACTH (400-

2000pg/ml, 대개 250 pg/ml 이상) low to subnormal 

aldosterone increment 

·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 : low to  normal 

ACTH (0-50pg/mL,대개 20pg/mL이하),  normal 

aldosterone increment (≥ 5ng/dL)

ⅴ 주의사항: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 중이거나 곧바로 사

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dexamethasone (0.5 

mg bid로 시작)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

른 제제는 측정 시 cross reaction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 (Insulin-induced hypoglycemia 

test)

ⅰ 목적:   Rapid ACTH stimulation test에서 정상반응을 보

였으나 경한 이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의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

ⅱ 준비:    regular insulin 0.1 unit/kg, prechilled EDTA 

tube 5개 이상 

ⅲ 방법

ⓐ    아침 8시에 기저 cortisol, ACTH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 채혈 직후 Regular insulin을 0.1 unit/kg 정맥주사한다.

ⓒ    자극 후 30분, 60분, 90분에 cortisol, ACTH측정을 위

한 채혈을 한다.

 ⅳ 분석 

ⓐ  Cortisol -    기저치는 5-25 µg/dL (오전 8시경)이며, 

최대자극치 (자극 후 60분정도)가 18 µg/

dL 이상이거나 또는 기저치보다 7 µg/dl 이

상 증가하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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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H -    기저치는 20-80 pg/ml (오전 8시경)이며, 

최대자극치 (자극 후 60분 정도)는 기저치의 

2배 이상 증가되면 정상이다.

ⓒ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은 기저치가 정상치에 도달하지 못

하고 최대 자극 치도 상기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ⅴ 주의사항

ⓐ   검사기간 중 반드시 의사의 입회 하에 검사가 진행되어

야 하며 중대한 저혈당 증세 (20 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발한, 의식장애, 경련 등)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50% 

포도당 용액 50mL을 정주한 후 검사를 계속한다. 의사

가 판단하여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음날 오전에 인슐린의 용량을 감소시켜 (0.05unit/kg) 

다시 실시한다.

ⓑ   인슐린에 의한 자극은 의미 있는 교감신경계 자극증상

이 나타나고 혈당이 40 mg/dl 이하 또는 기저치의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충분한 것으로 판정한다. 만일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용량을 증

가시켜(0.15unit/kg) 다음날 ACTH, cortisol에 대한 

자극검사를 다시 시행한다.

ⓒ   인슐린 투여 시 cortisol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환자

는 심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허

혈성 심질환이나 경련(epilepsy)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

혈당의 유발이 위험하므로 인슐린 투여는 금기이다. - 

실질적으로 기저 혈청 cortisol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경우는 일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일 가능성이 높고 인

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가 불필요하다.

6) 당뇨병

(1) 업무정의:    당뇨병의 진단을 위한 다음 내용의 검사를 내과 전

공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수행한다.

(2) 목적:    당뇨병의 진단과 원인 감별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검사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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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구 당부하검사 (Oral 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ⅰ 적응증:   혈당치가 당뇨병의 진단기준에 애매한 경우, 임신

성 당뇨병의 선별검사 또는 진단, 당뇨병과 내당

능장애의 감별 및 역학조사 

ⅱ 준비: Diasol Ⓡ

ⅲ 검사과정:

ⓐ   검사 3일 전부터 식사나 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

고 최소 3일간 하루 150g 이상의 당질을 섭취해야 한다.  

ⓑ    전날 저녁부터 10-16시간 금식한 후 검사를 시행한다 

(단, 물은 마셔도 된다).

ⓒ    앉은 자세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하며 검사 중

에도 계속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검사 중 흡연은 허용

되지 않는다. 

ⓓ 기저 혈당 및 insulin, C-peptide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다. 

ⓔ   DiasolⓇ을 물 300 cc에 녹인 후 5분 이내에 모두 마시

도록 한다. 

ⓕ    DiasolⓇ복용 30분, 60분, 90분, 120분 후에 혈당 측정

을 위한 채혈을 시행하고 이 중에서 인슐린 측정은 30

분과 120분째 시행하고, C-peptide측정은 120분째에 

시행한다.

ⓖ   채혈 즉시 혈당을 측정하지 못할 경우 sodium floride 

(6 mg/전혈 1 ml)을 첨가한 시험관에 검체를 넣어 원

심분리한 후 혈장을 냉동보관하여야 한다.  

ⅳ 분석: 정맥혈장 포도당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혈당 (mg/dl) 정상 내당능장애 당뇨병

공복시 < 100 < 126 ≥ 126

당부하 120분 후 < 140 < 200 ≥ 200

ⅵ   경구 당부하검사로 혈청 인슐린 및 C-peptide (요중 

C-peptide 포함), 혈장 glucagon을 측정할 때 주의할 점

ⓐ glucagon은 prechilled EDTA tube에 채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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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요중 C-peptide 측정을 위하여 bovine serum 

albumin이 들어있는 소변 채집통을 준비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채뇨한다. 또한 혈중 및 요중 creatinine도 

같이 측정한다. 

ⓒ 정상범위 

·혈청 인슐린: 6-26 U/ml

·혈장 글루카곤: 50-250 pg/ml

·혈청 C-peptide: 1-3 ng/ml

·24시간 요중 C-peptide: 34-70 µg/g.creatinine

② 글루카곤 (Glucagon) 자극검사

ⅰ 적응증: 인슐린 분비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다.

ⅱ 준비: glucagon 1 mg (1 vial)

ⅲ 검사과정

ⓐ 자정 이후 금식한다.

ⓑ 기저 C-peptide를 측정한다.

ⓒ glucagon 1 mg을 정맥주사한다.  

ⓓ 주사 6분 후에 C-peptide를 측정한다.  

ⅳ 분석

ⓐ 정상인 경우 기저 C-peptide: 0.5-3.0 ng/ml

ⓑ 자극치: 기저치의 1.5-3배 상승

③ Insulin tolerance test

ⅰ 적응증

생체 내에서의 인슐린의 작용을 평가한다. 인슐린을 정맥

으로 주입하여 혈당 강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

내 인슐린의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다. Insulin tolerance 

test에서 혈당의 강하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며 반대로 혈당의 강하속도가 느리면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ⅱ 준비

ⓐ 18G 카테터, 3-way stopcock

ⓑ 인슐린 RI (0.1 unit/kg)

ⓒ 생리식염수 1000 cc, 50% 포도당 50cc

ⅲ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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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시간 금식 후 한쪽팔의 전완부에 IV line을 확보

하여 3-way stopcock을 부착하고 생리식염수를 달아 

천천히(10-15gtt) 주입한다.

ⓑ   기저 혈장 혈당 농도를 측정한다 (2~3번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한다).

ⓒ 인슐린(0.1 unit/kg)을 정맥내로 빠르게 주입한다.

ⓓ  혈장 혈당을 5분 간격으로 60분 동안 검사한다.

ⓔ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혈당 증상을 호소하므로 50% 포

도당을 준비하여 필요하면 정주한다.

ⓕ KITT는 인슐린 의존 혈당 대사를 나타낸다. 

분당 혈당 기울기의 백분율  KITT = 0.693 / t1/2  x 

100 * t1/2= 혈당 감소의 반감기

ⓖ   인슐린의 작용시간은 5~10분 소요되기 때문에 혈당 기

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저혈당을 10분 때의 것으로 하

고 30~40분 때의 혈당 결과를 이용한다. 30~40분 후

에는 혈당의 감소는 완만해지기 때문에 40분 후의 혈당 

수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t1/2는 10분 때의 혈당치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KITT의 정상값

은 2.0 %/min 이상이고 1.5 %/min 이하는 인슐린 저

항성이 있다고 본다. 1.5 ~2.0 %/min 사이의 결과는 

분명하지는 않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논문의 결과 보다

는 검사실 또는 병원마다 정상범위를 확립해야만 한다.

ⓗ 주의사항

Insulin tolerance test는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쉽게 

평가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인슐린 정

주는 저혈당을 유발하고 저혈당의 증상 외에도 신경계 

및 심혈관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

자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더 심할 수 있

다.  또한 저혈당은 인슐린 길항호르몬의 작용을 증진

시켜 혈당 감소를 둔화시키고 간의 포도당신합성을 촉

진하거나 말초 조직에서 당 흡수를 저해한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인슐린 감수성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

한 신경내분비적 변화를 보는 것이다. 이 검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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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인슐린 양은 신체 내에서 정상 분비되는 양보다

는 과도한 양으로 이러한 과다한 인슐린이 체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또 하나의 

제한점으로 이 검사는 인슐린에 의한 당대사의 정량화

가 가능하지 않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간에서인지 말초

조직에서인지 알 수는 없다. Insulin tolerance test는 

검사가 간단하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인 면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비교할 때는 비교적 정교하

다. 이 검사는 대규모 역학적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

의 선별검사에도 유용하다.

④   정맥 당부하검사 (Intravenous glucose tolerance test; 

IVGTT)

ⅰ   적응증

인슐린 감수성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IVGTT 검사는 당

뇨병의 진단에는 사용되지는 않으며 주로 연구목적으로 행

하여진다. 그러나 검사가 비교적 쉽고 빠르면서 재현성이 

높으며 조기 인슐린 분비반응을 평가하여 고위험군에서 제 

1형 당뇨병 발병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ⅱ 준비

ⓐ 18G 카테터, 3-way stopcock (heparin lock 가능)

ⓑ 생리식염수 1000 cc

ⓒ 50% 포도당 50cc

ⅲ 방법 

ⓐ   검사 전날부터 8~10시간 금식을 하고 8~10시간 금

식 후 한쪽팔의 전완부에 IV line을 확보하여 3-way 

stopcock을 부착하고 생리식염수를 달아 천천히(10-

15gtt) 주입한다.

ⓑ 검사 당일 기저 혈장 혈당 농도를 잰다.

ⓒ 50% 포도당 0.5 g/kg을 2분 동안 천천히 정주한다.

ⓓ   포도당 정주 후부터 10분마다 혈당 검사를 1시간 동안 

시행한다(그림1).

ⓔ   조기 인슐린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포도당 정주 후부터 

1, 3, 4, 6분에 ⓕ 인슐린을 측정 한다.



내분비대사내과 73

ⓖ Kg는 포도당 제거률을 나타낸다.

Kg (%/min) = 69.3 / t1/2       

* t1/2= 혈당 감소의 반감기

ⅳ 평가

ⓐ 60세 이하 성인

Kg > 1.2 ..... 정상

Kg < 1.0 ….. 당뇨병

Kg 1.0~1.2 ….. 불확실한 결과

ⓑ   60세 이상 노인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Kg의 값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Kg > 0.95 ….. 정상

Kg ≤ 0.95 ….. 불확실한 결과

ⓒ 임산부

Kg > 1.13 ….. 정상

Kg ≤ 1.13 ….. 당뇨병

ⓓ   IVGTT에서 조기 인슐린 반응은 포도당 정주 후 1분과 

3분 때 인슐린 농도의 합으로 정의한다. 정상인의 90% 

이상은 조기 인슐린 반응이 42 U/ml 이상이다. 제 1

형 당뇨병 환자의 직계 친척이면서 췌도항체(islet cell 

antibody) 양성인 대상에서 인슐린 조기 반응이 42 U/

ml 미만이면 2년 안으로 제 1형 당뇨병 발생 예측 가능

하며 민감도 79%와 특이도 88%를 보인다.

V.	평가

1. 평가요소:   기본 근무 지침에 따른 근무 시간, 복장 등을 잘 준수하였는

가와 지식 습득을 위한 자세와 상기 기술된 검사수행을 적절

히 하였는지에 대한 임상능력을 평가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1단계 (내과 담당전공의), 2단계(교육담당 전공의), 3단계(병동장/

의국장)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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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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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장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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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내과 인턴 수련 지침서

 삼성 서울 병원 인턴으로 18서 병동 또는 투석실에 배치된 경우, 병동에서

의 기본 업무는 내과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18서 병동에서만 주로 행해지는 시술이나, 동의서 작성 및 투석실 업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참고한다.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신장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한다. 

2.   신장 질환 환자에게 시행되는 처치 및 검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응급 혈액 투석의 적응증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혈액 투석시 발생하

는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석을 시행할 수 있는 access 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각각의 적응증 

및 시술 방법, 합병증에 대해 숙지한다. 

3.  신생검의 적응증, 금기증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생검 전에 반드시 시행

해야 할 검사에 대해 숙지한다. 그리고 신생검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들에 대해 숙지한다. 

 4.  스테로이드,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의 면역 억제 치료의 적응증에 

대해 이해하고 합병증에 대해 숙지한다.

III.	근무지침

1. 신장내과 인턴의 구성

1) 병동 

2) 투석실

2. 근무 수칙

1) 병동

(1)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한다.

(2) 아래 사항의 병동 근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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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동의서 받기:  신 생검, CAPD/IJ/perm catheter 

insertion, 투석 시작 동의서/설명,조

영제 사용 동의서 등

②  병동 입원환자 검사 시행 (내과 병동 인턴 공통 업무): 

ABGA, EKG, blood culture, BM biopsy, paracentesis, 

thoracentesis, L-tube insertion & irrigation, foley 

insertion & irrigation, kalimate enema 등

③ 병동 입원환자 처치

dressing (DM foot, perm/IJ/c-line catheter insertion 

site dressing) PTA sheath removal 및 compression

④ 침습적인 처치 시행 후 경과 기록을 작성한다.

⑤ 검사나 처치 시행 중 이상 소견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다. 

⑥ 신 생검 assist: positioning, drape, 검체 접수 등

⑦ 응급 환자 발생시 CPR 참여한다.

⑧ 신장 내과 환자에 대한 이해한다.

2) 투석실 

(1) 투석 환자 routine 약물 입력:  h epa r i n /na f amos t a t , 

erythropoietin. Bonkey 등

(2) 투석 환자 처치 :  dressing (DM foot, perm/IJ catheter 

site, post-procedure oozing) PTA sheath 

removal 및 compression

(3) EKG, ABGA, wound culture 등 검사 시행한다.

(4)  신 생검 assist: positioning, drape, 검체 접수 등

(5) 검사나 처치 시행 중 이상 소견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다.  

(6) 응급 환자 발생시 CPR 참여한다.

(7) 투석 진행/스케줄의 이해한다.  

3) 야간 당직

(1)  야간 당직은 원칙적으로 병동, 투석실 인턴이 번갈아서 격일

로 근무한다.

(2)  3월을 제외한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night call 은 당직인

턴이 primary 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all 을 받은 인턴은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경과 기록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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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경과 기록은 반드시 chief complaint, physical exam, 

assessment, plan 을 기록한다.

(3)   인턴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 및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주치의

와 상의한다.

-  항생제가 투여된 지 혹은 새로 바뀐 지 48시간이 지나도 

38.3’C 이상의 열이 지속될 때

- Neutropenic fever

ANC <500

500 <ANC <1000 이 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38’C 이

상의 열이 날 때

발열 2시간 내에 항생제가 투여될 수 있도록 주치의에게 

notify

- 의식 변화가 있을 때

-  systolic BP<90mmHg 이거나 baseline 보다 20% 이상 

감소되었을 때

- 분당 호흡수가 24회 이상일 때

- 분당 맥박수가 110회 이상일 때

-  active bleeding (hematochezia, melena, hemoptysis, 

hematemesis 등)

- 호흡 곤란, 흉통

- SpO2<90% 또는 O2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  기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기존 증상이 악화되

는 경우

(4) 주된 call 

-  갑작스런 증상 발생 및 악화 (ex. 두통, 복통, 흉통, 호흡 

곤란, 소화 불량, 변비 등)

-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대처 및 필요한 검사 시행 (ex. 

ABGA, EKG, blood culture, chest compression 

during CPR, emergency paracentesis, foley 

irrigation 등)

-   그 외 procedure (Residual urine check, foley 

insertion, L-tube insertion & irriga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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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medication 처방 (ex. Stool softener, analgesics) 

-   그 외 주의사항; 만성 통증의 악화시 pethidine 처방 하지 

말 것 (pethidine은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

음), 신기능이 남아 있는 환자에게 NSAID 등,

   nephrotoxic drug 처방 금지 등 

4) 회진 및 집담회

(1)   내과 인턴으로서 모든 병실 회진 및 내과 집담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근무 시간동안 병동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일 매일 실시되는 내과 집담회에 당직 인턴을 제외한 나머지 

내과 인턴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한다.(내과 집담회는 월요일 

education conference, 화요일 journal review, 수요일 chief 

review, MGR, 목요일 ECG conference, 금요일 education 

conference 를 의미한다.)

(4)  내과 공동 집담회 이외에도 각 분과에서 시행하는 집담회 (X-ray 

conference) 등에 인턴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IV.	진료	지침

1. 응급 혈액 투석

혈액 투석이란 투석막을 통하여 신부전시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

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치료이다.

1) 응급 혈액투석의 적응증

(1)  Hyperkalemia (plasma potassium concentration >6.5 

meq/L) or rapidly rising potassium levels 

(2) Refractory fluid overload 

(3)  Signs of uremia, such as pericarditis, neuropathy, or 

an otherwise unexplained decline in mental status 

(4) Metabolic acidosis (pH less than 7.1)

2) 혈액 투석 동의서 작성시 설명해야 하는 부작용 및 이에 대한 치료

(1) 저혈압(25-55%)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과도한 ultrafiltration 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동반된 심부전, 패혈증 등으로 intravascular 

volumne 에 예민한 상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저혈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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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액 공급 및 자세 변경, 약물 투여가 이루어지며 심

각한 경우 투석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투석불균형 증후군

주로 투석을 시작하는 초기에 발생하며 급격한 노폐물의 감소 

및 수분 교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가볍게 두통, 어지럼증, 

일시적 요독 증상의 악화부터 심한 경우 경련 및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대증적 치료가 필요하다. 투석불균형 증

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혈류 속도를 낮추

고 투석시간을 짧게 하고, 만니톨 등을 투여한다. 투석불균형 

증후군은 대개 수 회의 투석 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부정맥(5-75%) : 심실상성 부정맥(심방세동 등) 이 가장 흔하다.

(4) 두통, 흉통 (2-5%)

(5) 공기 색전증

(6) 발열, 오한(<1%)

(7) Allergic reaction:  투석에 사용되는 막(dialyzer) 에 대한 

반응으로 가벼운 소양증부터 shock 을 

동반하는 anaphylxis 까지 발생할 수 있

다. 최근에는 biocompatible dialyzer 

를 사용하고 있어 그 빈도는 현저히 감소

하였다.

(8) 처치 중 사망:  혈액투석/여과의 합병증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환자의 기존 질병의 악화가 흔한 원인이다.

2. 혈관 통로 (vascular access)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하려면 혈액 통로가 필요하다.  혈관 통로로 사용

할 수 있는 혈관은 크게 아래의 3종류가 있다. 

1) 혈관 통로의 종류와 특징

(1) Permanent catheter 

① 적응증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요하는 환자에서 3

주 이상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tunneled 

cuffed venous catheter이다. 주로 Rt. Internal ju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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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n을 사용하며 팔에 AV fistula 또는 graft 가 있는 경우 

반대쪽에 시행한다. Perm cath 는 central vein stenosis, 

감염 등의 문제로 6개월-1년 이상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RF로 투석을 시작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renal function

이 돌아올 것이라 판단되거나 malignancy, old age 등으로 

expected survival이 6-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투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AVF, 

AVG 등의 보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vascular access를 고려

해야 한다. Cath insertion직후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② 시술방법

Right internal jugular vein을 puncture해서 guide wire

를 right atrium까지 넘긴 다음, right upper chest wall

에서 subcutaneous tunneling을 시행하고 permanent 

catheter를 매몰 시킨 후 guide wire를 exchange하고 peel 

away sheath를 따라 perm cath.를 right atrium까지 전진 

시킴.

(2) Internal Jugular Vein catheter insertion

① 적응증

ARF 등의 이유로 응급 투석이 필요한 경우 AVF 나 CAPD 

catheter 등 vascular assess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

용할 수 있는 non-tunneled, uncuffed catheter이다.

② 시술방법

주로 Rt. Internal jugular vein을 puncture해서 catheter

를 삽입하며 감염 등의 이유로 3-4주 이상의 사용은 어려

우므로 장기적 유지 투석을 고려시 IJC 유치기간 중 AVF, 

AVG등의 vascular access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게 

된다.

Perm/IJ	catheter	동의서	작성시	설명하여야	할	부작용들

1. 물리적손상 :  혈종 (1-2%), 동맥천자 (경정맥: 6-9.5%, 쇄골하정맥: 

3-5%), 통증

2. 감염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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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C등 일시적 도관인 경우 20% 내외의 감염의 확률이 있으며 perm cath 

등의 반영구적 도관은 사용기간 중 5% 내외의 감염률이 보고됨, 이들 도

관의 사용 기간이 길수록 감염확률은 높아짐

3. 혈전증 (1.9%)

4. 시술실패, 재시술

5. 부정맥

6. central vein stenosis가 장기적으로 발생 

7. 혈류속도 저하로 인한 투석시간지연

8. 미용적 문제

(3) AV fistula or AV graft

  장기적인 혈액 투석 요법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

이며, AV fistula와 AV graft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AV fistula AV graft

사용 전 성숙 시간 6주~3개월 수 일~수 주

존속률 5년에 50% 2년에 50%

감 염 드물다;항생제로 치료 흔하지 않다;graft 제거 필요

불시의 폐색 흔하지 않다 흔하다

폐색시 혈전제거술 응급(<24hr 이내) 비응급(수 일)

Pseudoaneurysm 매우 드물다 가끔

동맥류성 변성 가끔 매우 드물다

Arterial steal synd. 매우 드물다 흔하다

 즉, AVF는 AVG 보다 평균 존속률이 더 길고, 감염이나 폐색 등의 합병증

이 적다. 따라서 AVF 가 가능한 환자에서는 AVG 보다 AVF가 선호된다. 

다만, AVG는 수술 부위의 부종이 호전되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투석에 이용할 수 있으나, AVF는 정맥이 성숙 (동맥화)되는데 4-8주

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때 환자는 isometric arm exercise를 지속해야 한

다. 또한 정맥의 성숙화가 잘 되지 않아 투석에 이용하지 못하는 primary 

failure율이 AVG보다 AVF가 더 높다. 한 환자에서 AVF 수술이 가능할 것

인가, 아니면 graft 가 필요할 것이냐는 수술 전에 미리 아는 경우도 있으

나, 대개 수술장에서 혈관의 굵기를 보고 결정된다. 

동의서 작성시 참고 사항은 아래 “동정맥루 수술” 부분에 다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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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PD catheter 삽입

1) 수술의 목적   

장기적인 복막 투석이 필요한 환자에서 투석 경로를 확보하기 위

해 투석 카테터를 삽입한다.

2) 수술 방법 

(1)  국소마취(local anesthesia)하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본원에

서는 대부분 정맥마취(MAC)로 수술을 진행한다. 

(2) 복부의 피부 절개 후, peritoneum을 exposure한다. 

(3)  Stylet guide 하에(그림 A) catheter 를 pelvis 쪽으로 삽

입하여 그림 B와 같이 위치시킨다. 이때 bowel or bladder 

injury 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Deep Dacron duff 는 

posterior fascia 바로 위의 muscle layer 에 위치시키고

(그림 C), anterior fascia closure 후에 second cuff 는 

subcutaneous tunnel 에 위치시킨다. (그림 D)  

 3)  수술 후 관리 

수술이 끝난 후, 24시간 동안은 복압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supine position을 취하는 것이 좋고, 다음날부터 ambulation

을 하는 것이 복막 도관이 적절한 위치를 잡는 데 유리하다. 

Healing 에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난 4주 뒤

에 복막 투석을 개시하게 된다. 수술 후 약 6주간은 catheter 

displacement, 복강이나 op wound damage를 피하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Gentle exercise or sexual 

activity 는 대개 2주 후에 가능하다.



신장내과 85

4) 수술 관련 부작용

(1) 수술 후 급성기의 일반적 부작용 

- 감염 및 발열

- 출혈, 혈종

- 수술부위 부종과 발적 (서혜부 및 음낭 부종도 발생 가능)

- 수술 실패(특히, 이전의 수술로 인해 복막 유착이 있는 경우)

-  통증 (대부분 통증이 발생하나 이것은 대게 적절한 진통제

로 조절 가능합니다.)

(2) 카테터 삽입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 투석액의 누출

- 복막내 출혈

- 장 천공 또는 방광 천공

- 피하 출혈에 따른 혈종 형성

- 장 폐쇄 

- 주위 조직 손상 등

(3) 카테터 삽입후의 합병증

- 출구 감염 

- 복막염)

-  카테터 기능장애 (카테터의 전위나 폐쇄에 의한 부적절한 투석) 등

4. 자가 동정맥루 수술 (Natural fistulas)

1) 수술 목적 

장기적인 혈액투석을 위해서 충분한 혈류를 유지할 수 있는 혈관

을 확보한다.

2) 수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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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동정맥루 수술은 근접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vascular access는 가능하면 non-dominant arm의 원위부

(forearm)에 우선 고려하지만, 수술 부위는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명하기 전에 수술 부위가 결정되었는지를 확

인하고 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우선 수술하기 전에 Allen test를 시행하여 ulnar artery로부

터의 collateral flow 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술 전 

Duplex scan, Doppler 검사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전에 subclavian catheter 를 삽입했던 환자에서는 

subclavian vein stenosis/thrombosis 가 없는지도 수술 전 확

인이 필요하다.

✽ 본원에서는 정맥마취(MAC) 하에 수술을 시행한다.

3) 수술 과정 

동맥과 정맥 사이에 single incision을 가하고 cutaneous nerve

를 정맥으로부터 박리한다. 정맥의 patency를 확인 후 동맥과 정

맥을 side-to-end 로 연결한다. 연결 후 thrill 을 확인하고 수

술을 마치게 된다.

4) 수술 후 관리 

수술 후에는 maturation 을 돕기 위해 fistula hand-arm ex-

ercise (squeezing a rubber ball)를 시행한다. 수술한 상지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하며, 혈압을 측정하거나 IV, blood 

sample은 피한다. 만약 수술 후 수술부위 부종이 arm eleva-

tion 에도 반응이 없거나 수술 후 2주 후에도 지속되면 central 

venous outflow를 확인하기 위해 imaging study 를 시행한다.

5. 수술시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1) 급성기 합병증

- 감염 및 발열

- 출혈, 혈종 

- 통증 

-  수술실패 및 재수술 (수술당시 또는 수술 후에 자가 혈관이 동

정맥루 수술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조 혈관

을 이용하여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 주위조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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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부위 부종과 발적 등

 2) 장기 합병증

-  동정맥루의 미숙 (즉, 투석을 위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커지지 않음); most common. 동정맥루의 미숙으로 primary 

failure가 발생하면 4주째 Duplex scan을 하여 collateral 

branch, stenosis등을 확인한다. correctable lesion 없으면 

3~4개월까지 기다린다. 이후에도 투석에 사용할 만큼 동정

맥루가 커지지 않으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처음에 

maturation 되어 사용하게 된 동정맥루도 나중에 사용 못하

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Maturation 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   동정맥루를 통한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원위부의 arterial 

supply 가 부족해지는 동맥 혈류 이탈 증후군(arterial steal 

syndrome)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arterial insufficiency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그로 인한 증상으로는 원위부의 

통증, 쇠약감, 이상감각, 근육 위축, 괴사 등이 발생한다. 그 

빈도는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 

-  동정맥루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협착(48%), 동맥류

(7%), 혈전 형성(9%) 등이 발생하여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

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협착부위를 넓

히는 시술 또는 재수술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양

하지만 예상 개통율(patency rate)는 술후 1년에 60~90%, 

술후 5년에 60~75%로 보고되어 있다.

6. AV graft

인조혈관은 AV fistular 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큰 표면적 (2) 쉬운 삽관 (3) 짧은 성숙기간 (4) 쉬운 수술조작 그러

나, AV fistula 보다 보존을 위한 시술이 4배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장기간 개방성은 떨어진다.

1) 수술 방법

적절한 자가 동정맥루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합성 물질로 만

들어진 인조혈관을 사용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할 수 있다. 여

러 가지 조직(saphenous vein, bovine carotid artery, 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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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fluoroethylen: PTFE) 들이 시도되었고, 이 중 PTFE 이식

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흔히 이용되는 위치는 brachio-basilic 

graft 혹은 radiocephalic graft 이다. (아래 그림 참조). 본원에

서는 주로 아래 그림 오른쪽의 loop graft를 사용한다. 

2) 수술 후 관리

수술 직후 인조혈관을 사용하면 혈액이 인조혈관 주위 피하조직

으로 스며나가 이식된 인조혈관을 압박하고 인조혈관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적어도 

최소한 2주 지난 뒤 투석에 이용하게 된다. 

3) 수술시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자가 동정맥루와 인조혈관의 합병증은 비슷하나, 자가 동정맥루

에 비하여 감염, 혈전, 협착, 가성 동맥류 등 합병증 발생율이 높다.

            

 

7. 신 생검

1) Major indication

(1) Isolated glomerular hematuria with proteinuria 

(2) Nephrotic syndrome 

(3) Acute nephritic syndrome 

(4) Unexplained acute or rapidly progressive renal failure

2) Contraindication

(1) Uncorrectable bleeding dia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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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ll kidneys which are generally indicative of 

chronic irreversible disease 

(3)  Severe HTN, which cannot be controlled with 

antihypertensive medications 

(4) Multiple, bilateral cysts or a renal tumor 

(5) Hydronephrosis 

(6) Active renal or perirenal infection 

(7) Uncooperative patient

3) 신 생검 전에 꼭 시행하여야 할 검사항목

(1) Pre-biopsy screening of bleeding diathesis

CBC, PT, aPTT, bleeding time

(quit aspirin/NSAID, anti-platelet agents 7 days prior 

biopsy, quit heparin 1 day prior biopsy)

(2) Pre-biopsy screening of anatomical abnormalities

Renal ultrasonography

4) 신 생검 방법

신 생검은 초음파 유도를 이용하여(ultrasonography guided) 

시행한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약 5초간 참았다가 내쉬는 동작을 수 차례 반복하면 

된다. 숨을 들이 마신 상태로 참는 순간에 신생검 건을 환자의 신

피질을 향하여 쏘면 동시에 조직을 얻어낼 수 있다. 이 과정을 대

개 3회 정도 반복한다. 

5) 동의서 작성시 설명해야 할 부작용들

(1) transient microscopic hematuria (almost all)

(2) transient gross hematuria (3-10%)

(3)  severe bleeding (1-2%)

Operation for bleeding control  (0.1~0.4%), 

nephrectomy(0.06%)

(4)  pain lasting over 12hr (r/o ureteral obstruction, 

subcapsular hematoma)

(5) AV fistula (4~18%) ; silent or spontaneous resolution

(6) chronic hypertension

(7) urinary infe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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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시 유의사항/처방해야 할 항목

신 생검을 시행할 환자를 파악한 후 신장내과 의사에게 의뢰

를 하고, 영상의학과, 병리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병리과 의뢰 

sheet 에 검사 결과를 모두 채워놓고 신 조직 검체와 sheet 를 

같이 병리과에 접수한다. 검체가 충분한지 확인 후 신장내과 의

사에게 보고한다.  

8.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에 대한 설명

1) Indication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 치료의 목적은 콩팥, 폐, 뇌와 같은 중

요 장기의 기능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투여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

는 경구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치료

에는 입원이 필수적이며 치료의 방법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하루 0.5 - 1.0g 씩 혈관 주사로 30분에 걸쳐 

총 3일간 투여하는데 치료도중 안면 홍조, 가슴 답답함, 불면증 등

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치료 후 증세의 호전은 치료 

후 2-3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

를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된 후유증/합병증

- 딸꾹질, 안면 홍조, 불면증

- 구역,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 고혈압, 심각한 부정맥

- 고혈당, 당뇨의 악화

- 현성, 불현성, 감염의 악화 

- 골다골증

- 경련, 반신불수 등의 신경학적 이상

- 환청이나 환시, 정신 착란 등의 정신 증세

- 원인 미상의 사망

3) 복약시 유의사항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 치료로 심각한 합병증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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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의 경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경구 요법과 다른 종류의 

면역억제제 치료 (싸이톡산, 임뮤란, 마이코페놀레이트 등)를  치

료진과의 상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주 요법의 방법과 치료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신

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치료에 따른 모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

행하며 주치의 및 시술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9. 사이톡산 요법에 대한 설명

1) Indication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cyclophosphamide, 약물명; 싸이톡산, 

cytoxan) 치료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심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신기능의 급속한 악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막고 잔여 신

기능을 보존, 또는 일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신장의 손상을 억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투여 용량과 기간

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 전 환자/보호자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함.

2)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치료와 관련된 후유증/합병증

(1) 생식기계 독성

남자는 정자수 감소 (치료 후 회복가능)

여자는 무월경(초기 7개월 내에 50% 정도에서 발생), 난소 

섬유화, 불임, 조기 폐경 등

(2) 혈액 골수 독성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 등

(3) 감염증가 

세균성 감염(폐렴, 부비동염, 요로감염, 농양, 패혈증),  기회

감염(폐포자충증, 진균 감염), 기존 감염의 재활성화(대상포

진, 결핵 등)

(4) 악성종양 유발

림프종(0.7%), 백혈병, 피부 종양(2-3년 이상 장기 치료 시 

발생 위험도를 증가) 등.

(5) 방광 독성

출혈성 방광염: 경구 투여 환자의 경우 17-50%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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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장기간 경구 투여 시 잘 발생, 치료 중단 후 15년 이

후에도 발생 가능함.

(6) 소화기 독성

간염, 식욕부진, 오심(가장 흔한 부작용), 구토, 설사 등

(7) 심혈관계 독성

울혈성 심부전, 심근 괴사 등

(8) 기타

폐섬유화, 신경병, 두통, 저나트륨 혈증, 발진, 안면홍조, 탈

모증 등  

3) 복약시 유의사항

환자는 위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 신부전으로 빠져 신 대체요법(

투석 및 신이식)을 하는 상태에 이르더라도 사망하는 것은 아니

지만, 급격히 진행하는 신기능 저하를 막고, 잔여 신기능을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본 약제의 치료 목적이다. 드물게 상기 약

물 치료 후 사구체 신염 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사망을 앞당길 수도 있다. 아울러, 환자는 흔한 방광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하루 물 8컵 이

상), 취침 전 투약을 피하고 소변량이 줄거나 3일 이상 고열이 발

생시 즉각 병원(응급실 포함)에 오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V.	인턴	평가	항목	

1. 기본 소양

1) 대인 관계: 10점

(1)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용모, 복장: 10점

(1)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근무 자세

1) call 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1)  근무시 call 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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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2) 근무 위치 준수: 10점

(1)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 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내과 

수석 전공의와 병동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3) 친절한 태도: 10점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참석: 10점

(1) 과내의 교육 conference 에 반드시 참석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1)  전공의나 staff 의 진료, 수기 시행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조

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1)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2)  환자가 이상 증세 발생시 담당 전공의와 함께 올바를 대처를 

한다. 

(3)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임상 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1) 환자에게 시행되는 수기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3) 의무 기록 작성: 10점

(1) 환자에게 침습적인 검사 시행 후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2) 환자의 입원 기록을 작성한다.

 

5. 평가 방법

1)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2) 1-2: 불량, 3-4: 미흡, 5-6: 보통, 7-8: 우수, 9-10: 탁월

3)  1단계 (교육 담당 전공의), 2단계 (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

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 의견이 있을시 따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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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종양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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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 내과 인턴 수련 지침서 

I.	개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혈액종양내과는 

암센터 10층, 11층의 5개 병동과 응급실, 외래 및 통원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혈액종양내과의 입원환자 진료는 교수와 임상강사, 전공의, 

PA(Physician’s assistant), 인턴이 함께 참여하는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환자들은 진단을 위해서 또는 항암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

기 위해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합병증이나 대증

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근무하는 1개월 동안 혈액종양 분야의 다양한 환자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과대학 학생 실습을 마쳤고 의사가 되었지만 아직 임

상경험이 부족합니다. 인턴은 전공의의 업무를 보조하여 실제 진료에 참여

하지만 동시에 피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턴으로 각과에 순환근무

를 하면서 새로운 질병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시술을 시행해보게 되며 또 이

미 해 보았던 시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진료 능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

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여러분이 암과 혈액질환의 진단

과 치료를 배우기 보다 일반의로서 내과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환

자 진료, 수기 및 올바른 진료 태도 함양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진료지침서에서는 여러분이 혈액종양내과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지켜야 

할 근무 수칙과 진료 현장에서의 진료지침을 알려줄 것입니다. 혈액종양내

과 환자는 중증도가 높고 장기간 치료중인 환자가 많습니다. 또한 매우 복잡

한 항암화학요법 및 다양한 시술이 시행되고 있어서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근무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병동 전공

의와 상의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전공의와 상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병동장 또는 의국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

지 않으면 누구도 미리 알아서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병동 시

술을 여러분이 대부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풍부한 수기 경험을 얻을 수 있

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인턴으로서 근무수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더욱 능력있고 성숙된 의사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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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혈액종양내과	인턴의	근무수칙

 인턴은 혈액종양내과 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 참여

하게 되지만 일차진료의로서 전공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1. 인턴 업무의 정의

인턴은 일차 진료의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혈액종양내과 전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공의의 지도하에 내과적 수기를 시행하

고 치료 또는 검사에 대한 환자의 동의서를 득한다. 병동에 응급 환자

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응급진료에 참여하되 전공

의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차적 구호조치를 시행한다.

2. 근무시간 및 당직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단, 전공의가 근무시간

에 발생한 환자의 응급 진료가 계속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2)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및 휴일은 당직근무체계를 

따른다.

3) 당직근무는 층별 당직 (10층, 11층)을 원칙으로 한다. 

4)  당직근무 중 병동에서의 일차 호출 (primary call)은 10층 동/서 :7

월1일부터 인턴이 받음. (3월- 6월은 전공의가) 11층 동/서 :전공

의가 받음 

5)    당직근무중 환자 상태의 의미있는 변화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당직 전공의에게 보고하고 

인턴노트를 작성한다.  

6)  당직근무중 당직 전공의의 호출에 대해서는 즉시 반응하여야 한다. 

7)  당직근무중 발생한 의미있는 사건은 해당 병동 전공의에게 보고하고 

해당 인턴에게 인계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턴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1)   항생제가 투여된 지 또는 변경된 지 48시간이 지나도 ≥ 

38.3˚의 열이 지속될 때 

(2)  호중구감소성 발열시 발열 2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될 수 

있도록 즉시 주치의에게 notify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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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식 변화가 있을 때

(4)  수축기 혈압 < 90mmHg이거나 Baseline 보다 20% 이상 감

소되었을 때 

(5) 분당 호흡수가 25회 이상일 때 

(6) 맥박수가 분당 110회 이상일 때 

(7) 출혈이 있을 때 (혈변, 흑변, 객혈, 토혈)

(8)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 할 때 

(9) SpO2 < 90% 일 때 혹은 O2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10)  기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기존 증상이 악화 되었을 때 

8)  평일 또는 당직 근무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

국장과 사전 협의한다. 

3. 근무 위치

인턴은 근무시간에는 병동에 위치해야 하며 환자의 이동이나 식사 등

으로 병동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병원외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벗어나기 전에 감

독 전공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인턴의 근무수칙

1) 인턴의 진료는 전공의와 임상강사, 교수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인턴은 환자의 경제적 상태나 인종, 종교,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

등하고 편견없는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3) 인턴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안전과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4) 혈액종양내과 진료 팀의 각 구성원과 팀의 진료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5)  진료나 시술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공의 또는 임상강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는다. 

6)  인턴은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향응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7) 인턴은 진료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8) 병원 내 다른 직종의 근무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한다. 

9)  근무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공

의와 교육수련부 인턴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10)  타병원 또는 집으로 환자의 이송이 필요할 경우 이송 중 동행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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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관찰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대리 근무를 요청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환자에 대해 환자 본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전문의의 설명

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12)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는 의사-환자 관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인턴은 의학적 지식과 수기에 관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

면, 처음 해 보는 시술이라면 전공의 또는 다른 경험있는 인턴의 도

움을 받아 시술한다.

14)  임상실습 의과대학생이나 서브인턴에게 병동에서 시행하는 수기를 

설명해주고 보여주어야 한다.

15)  간호팀 또는 다른 직원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및 병동장 

또는 의국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턴 근무 시간계획을 조정한 후 전공의의 

동의를 얻고 교육수련부에 통보한다. 

5. 집담회: 집담회는 가능한 한 업무를 조정하여 참석한다.

1) 영상의학과 집담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혈액종양내과 병동 입원 환자의 영상의학 

사진을 판독하고 전공의가 임상적 상태를 발표하며 그 결과를 종

합하여 진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조한다. 진료 및 교육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담회로서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영상의학 

검사 해석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암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월/수 

오전 7:20–8:00에 열린다.

2) 교육회진

전임의와 전공의, 인턴, 임상실습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혈액종

양내과 입원환자의 증례 토의와 강의로 이루어진다. 암센터 11

층 회의실에서 매주 2회 열리며 일시는 병동이나 혈액종양내과 

비서실에 게시된 교육회진 시간표를 참조한다. 

3) MGR

 내과 각 분과에서 진료 및 연구 분야의 최신지견을 다루는 집담

회로서 암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00-

6:00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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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혈액종양내과	근무	중	수련	목표

 혈액종양내과 진료의 목표는 암 및 혈액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최선의 치

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혈액종양내

과에서는 다양한 암 및 혈액질환 환자를 접하게 된다. 혈액종양내과 인턴으

로 근무하면서 다음 사항을 익히는 것을 수련 목표로 한다. 

1. 혈액암 및 기타 혈액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원칙

2. 고형암의 진단과 병기결정 방법 

3. 항암화학요법의 원칙 및 독성

4. 기본검사 수기 숙련

말초혈도말검사, 골수검사, 복수 및 흉수 천자, 뇌척수액천자

5.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진단의 고지 및 치료와 합병증, 예후, 임종에 대한 의사소통

IV.	혈액종양내과	근무	중	발생하는	흔한	문제에	대한	진료	지침

1. 수혈

1) 적혈구 수혈

보통 일회에 2 단위를 수혈한다. 수혈의 적응증은 헤모글로빈 농

도보다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에 따라 결정된다. 항암화학요법 후

에 발생하는 빈혈이거나 환자가 고령 또는 협심증 등의 허혈성질

환이 있을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9 g/dL 이상으로 유지하

도록 한다. 수혈 후 급성용혈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

자의 혈액형을 재확인한 후 투여하며 수혈 직후에 등이나 허리의 

통증, 호흡곤란, 천명음, 혈압감소, 주사부위 출혈, 적색뇨, 발열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급성용혈성반응이 의심되면 즉시 수

혈을 중단하고 전공의를 응급 호출한다. 

2) 혈소판 수혈

일회에 혈소판 농축액 6단위 수혈을 원칙으로 한다. 고열이 있거

나 암포테리신 투여 등으로 혈소판 소모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8

단위를 수혈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하는 장기간의 혈

소판감소증, 예를 들면 급성백혈병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하

는 혈소판감소증에서 예방적 혈소판 투여는 혈소판 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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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혈소판감소증

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20,000-50,000/mm3 이상을 유

지하도록 한다. 혈소판 기능 이상이나 범발성혈관내응고증(DIC) 

등의 혈액응고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20,000/mm3 이상의 혈

소판 수를 유지하는 것을 수혈의 목표로 한다. 혈소판의 수명을 

고려하면 예방적 혈소판 수혈은 매 2-3일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혈소판 불응성, 즉 혈소판 수혈을 해도 혈소판 수가 증가되지 않

는 것은 발열 등의 혈소판 소모가 증가된 경우이거나 혈소판에 

대한 동종 항체가 발생하는 동종면역에 의해 발생한다. 이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혈소판 농축액 수혈 후 1시간 후 혈소판 수를 

측정하여 교정혈소판수증가 (corrected count increment, CCI)

를 구해야 한다. 

3) 수혈 부작용

수혈 후 흔히 발생하는 수혈반응은 발열이다. 발열은 백혈

구 항체 또는 백혈구에서 분비된 싸이토카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 혈소판 수혈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다. 발열이 발생하면 해열

제(acetaminophen 650 mg PO 또는 1 g IV)와 스테로이드 

(hydrocortisone 100 mg IV)를 투여하면 되며 심한 오한이 동

반되면 Demerol 25-50 mg IV를 투여한다. 고열이거나 발열

이 지속되면 혈액제제의 세균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의 혈액 및 수혈 혈액백의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다.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항히스타민제(chlorpheniramine 4 mg IV)에 잘 반응

하며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고령의 환자나 심부전 환자

에서는 수혈양 때문에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수혈 속도를 

늦추고 필요하면 이뇨제(furosemide 20 mg IV)를 투여한다. 

4) 기타 혈액제제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은 DIC나 간질환 등

의 여러가지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었을 때 수혈한다. 일회에 

2-3단위씩 투여하는데 혈액량 증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냉동침전물(cryoprecipitate)은 fibrinogen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회에 8-12단위씩 투여한다. 세포면역이 현저히 감

소된 경우, 즉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는 혈액제제는 백

혈구여과 및 방사선을 조사한 후 수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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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중구감소성 발열

호중구 수 500/mm3 미만의 심한 호중구감소증 상태에서는 세균에 대

한 방어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 경우에는 세균혈증이 흔히 발생하며 

세균혈증에 의해 패혈성 쇽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세균혈증이 일어났

을 때 나타나는 첫번째 징후는 발열이다. 따라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은 

내과적 응급 상황으로서 혈액종양내과 인턴은 가장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발열이 발생하였을 때 (발열의 기준은 38 C  이상 3회 

또는 38.5 C 이상 1회)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1) 발열 상태를 즉시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2)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의심되는 감염원을 찾

는다.

3)  중심정맥관에서 2쌍, 말초혈관에서 1쌍의 혈액배양검사를 즉시 시

행한다. 중심정맥관이 없는 경우에는 말초혈관에서 3쌍의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혈액배양검사는 24시간 이내에 1시간 이상의 간

격을 두고 1회 더 시행한다. 

4)  환자의 증상에 따라 소변, 대변, 및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며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다. 

5) 혈액배양검사 시행 후 즉시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다.

6)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 중에도 발열이 지속되거나 

처음에 조절되었다가 새롭게 발생한 발열인 경우에는 혈액배양검사

를 시행한 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지침서에 기록된 순서

로 항생제를 변경한다. 

3. 항암화학요법의 독성

※ 항암화학요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근치항암화학요법 :  근치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여(예:림프종, 백혈병)

보조항암화학요법 :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투여(예, 유방암, 대장암)

고식항암화학요법 :  근치가 어려운 전이암에서 증상을 조절하고 생존기간

을 연장시키기 위해 투여

선행화학요법 :  국소요법 시행 전에 기관보존율을 높이고 치료 성적을 향

상시키기 위해 투여(예, 유방암, 방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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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화학요법은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으로서 독성이 더 심하

다. 고식적 화학요법은 근치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한 치료목표로

서 용량강도가 근치적 요법보다 약하다. 항암화학요법 중 흔히 발생하는 

독성은 다음과 같다.

 

1) 오심과 구토 

 항암제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독성으로서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구토 

유발 정도가 다르다. 현재는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 및 aprepitant 등

을 사용하면서 구토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다. 지연성 구토에는 스테로

이드가 효과적이다. 

2) 점막염

항암제가 소화기 점막세포를 손상시켜 일어나며 입안이 아프고 침 삼

킬 때 통증이 유발된다. 리도카인 액을 사용하거나 심하면 모르핀을 정

주한다. 

3) 설사 

 항암제에 의한 점막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clostridium difficile toxin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변에서 독소검사를 반드시 시

행해야 한다. 대장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irinotecan 등의 약제는 특히 

설사를 잘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경막하 항암화학요법 (intrathecal chemotherapy)

뇌척수액 내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암환자에서 또는 급성림프구백혈

병이나 림프종 환자에서 완전관해가 온 경우에 예방적으로 투여한다. 

Methotrexate와 cytarabine, hydrocortisone 등을 사용한다. 뇌척수

액 천자를 시행한 후 투여할 항암제와 동량의 뇌척수액을 제거한 뒤에 

항암제를 주입한다. 뇌의 측실과 연결되어 있는 오마야 백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무균적으로 주입한다. 

5. 조혈성장인자

G-CSF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후 발생한 호중구감소증의 기간을 단축

하고 감염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의

해 지난 주기에 호중구감소성 발열이 발생하였거나 장기간의 호중구감

소증으로 항암요법이 연기된 경우에 예방적으로도 투여한다. 일반적으

로 5ug/kg/day 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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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심정맥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vesicant(혈관손상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항암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예정인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을 삽입하고 있다. 

1) 히크만 카테터

Double 또는 triple lumen (조혈모세포이식 용)을 사용한다. 흉

부 전벽 피부로부터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까지 피하 터널을 

만들어 삽입한다. 항암제 투여나 수혈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채

혈을 할 수 있어서 혈액암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히크만 카테터

를 삽입한다. 카테터에서 채혈할 경우 무균적 방법에 따라 시행

해야 하는데 감염관리실에서 제작한 혈액배양검사 동영상(병동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헤파린 용액이 채

워져 있기 때문에 응고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사용

하도록 한다. 

2)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라인

팔의 상박 정맥에 삽입하여 중심정맥까지 연결된 카테터이다. 

3) Chemoport

작은 reservoir가 흉부의 피하 부위에 삽입된 것으로 정맥관은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Chemoport용 바

늘을 사용해서 두 손가락으로 포트를 단단히 고정하고 피부아래

에 있는 격막의 중앙을 수직으로 천공하여 사용한다. 

7. 중심정맥관 합병증

1) 폐색

중심정맥관은 헤파린 용액으로 채워져 있지만 카테터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막히면 수액 주입이 되지 않고 음압을 주었을 때 혈

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압력을 주어 혈전을 

뚫는 시도를 하지 말고 urokinase 5,000-10,000 단위를 주입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주사기로 음압을 주어본다. 

동측 팔이 부었을 경우에는 중심정맥 혈전으로 진행했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도플러초음파나 정맥조영술을 시행한다. 

2) 카테터 감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카테터의 피부 노출부위를 자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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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야 하며 채혈이나 약물 주입할 때 무균법의 원칙을 준수해

야 한다. 카테터를 가진 환자에서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카

테터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주로 피부에 존재하는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CNS)가 감염을 일으키며 그 외에도 

그람 음성균이나 캔디다 감염이 많이 발생한다. 터널 감염이나 

진균감염증, 심한 패혈증이나 패혈성 쇽, 지속적으로 세균혈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카테터를 제거해야 한다. 

V.	혈액종양내과에서	인턴이	시행하는	시술

 혈액종양내과 인턴은 전공의가 지시하에 병동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시

술을 수행한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전공의 또는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경험 있는 인턴의 도움을 받는다.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Atlas of Bedside 

Procedures(참고문헌) 에 기술되어 있는 시술의 기본원칙을 반복적으로 읽

고 머리 속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 환자에게는 시술 방법을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해 주고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려준다. 시술하기 전에 

준비된 검사기구를 점검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모든 시술은 무균

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1. 시술의 종류

골수검사와 복수천자, 흉강천자, 요추천자, 비위관 삽입, 요도관 삽입, 

동맥혈채혈, 심폐소생술, 절개 및 배농, 심전도 검사, 관장 등의 수기를 

시행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골수검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Atlas of Bedside Procedures 책을 참조하도록 한다. 

2. 골수검사

혈액종양내과에서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시술이며 한 달 동안 여러 번 

시행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채취한 검체로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

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전에 시행한다. 

시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시행 전 lorazepam 0.5mg IV를 투여하여 환자를 안정시킨다.

2) PSIS 찾기

환자를 prone으로 엎드리게 한 후 양쪽 iliac crest를 찾는다. 내

측으로 iliac crest를 따라가면 sacrum 언저리에 갑자기 높이 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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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라 있는 작은 봉우리가 만져지는데 이곳이 PSIS이다. PSIS

는 피부가 얇고 골수강이 넓어서 골수검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부위다. 

3) 소독한 후 소공 방포를 덮고 PSIS 부위만 노출되도록 한다. 

4) 국소 마취

25G 바늘로 가장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피부 및 골막 부위에 팽

진을 형성하도록 리도카인을 주입한다. 환자가 전혀 통증을 느

끼지 않을 정도로 마취를 충분히 해야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다. 

5)  골수 검사용 침에 stylet을 삽입한 채로 PSIS 부위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여 일단 피부를 관통한다. 

6)  골막부위에서 symphysis pubis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침을 정렬한 

후 힘을 주어 PSIS 부위의 외측 cortex를 관통한다. 골수검사 침 말

단이 골수강 내에 위치하면 갑자기 침 끝에 느껴지던 저항이 감소하

며 골수검사 침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다. 

7) 골수 흡인검사

Stylet을 제거하고 주사기를 연결하여 골수 흡인 검체를 채취한

다. 천천히 흡입하면 골수강의 정맥동에 있는 말초혈이 흡인되어 

희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강하게 음압을 주어 흡인한다. 이때 환

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미리 알려준다. 흡인 양은 5mL을 넘

지 않도록 한다. 추가 검체가 필요하면 골수검사 침을 골수강내

의 다른 부위로 이동시켜 흡인한다. 흡인된 검체는 EDTA 및 헤

파린 튜브로 신속하게 옮기고 위아래로 돌려서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8) 골수 조직검사

흡인검사 침을 빼고 stylet을 다시 끼운 후 흡인검사 때와 같은 

피부 삽입부위를 통해 침을 넣되 흡인검사 할 때와 다른 곳을 통

해 골수강 내로 삽입한다. Stylet을 제거한 후 침을 2-3cm 정

도 전진 시킨 후 침내로 삽입된 골수조직의 근위부를 절단한 후 

침을 뺀다. 골수조직 근위부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침을 2-3mm 

약간 뒤로 후퇴시킨 후 다른 방향으로 다시 5mm 가량 전진시켜 

말단부위의 날부위에 의해 절단한다. 

9)  빼낸 침의 말단 구멍에 stylet을 넣어 골수조직검체를 손잡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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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밀어낸다. 조직검체의 길이는 최소한 1.5cm 는 되어야 한다. 

10)  조직검체는 소독 거즈위에 두고 360도 돌려가면서 5-6 부위를 유

리 슬라이드에 찍어 touch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것을 알코올 고정

액에 담근다. 

11)  Touch 슬라이드 제작이 끝난 조직검체는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서 

병리과로 보낸다.

VI.	진료에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

1.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Devita VT, 

Rosenberg SA, et al., eds, 7th ed.

2.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Fauci AS, et al eds, 

17th ed

3.  Cecil’s Textbook of Medicine, Goldman L, Bennett JC eds, 22th 

ed.

4. William’s Hematology, Lightman MA, et al eds, 7th ed

5.   Atlas of Bedside Procedures, Salm TJV, eds 

(국내판 : 임상실기 아틀라스, 정영태 역) 

6. Mosby’s Guide to Physical Examination

VII.		인턴의	근무	평가

 인턴의 평가는 병동 전공의와 병동장(또는 의국장) 및 과장의 3 단계로 이

루어 진다.

여기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며 괄호 안은 반영 비율이다. 

1. 근무 성실성 :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며 전화응대에 신속

한 대응을 보임 (30% 반영)

2. 근무 태도 :  전공의 및 병동 내 타 직원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배려있는 태도를 보임 

(20% 반영)

3. 의학적 지식과 의무기록 작성 :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혈액종

양내과 환자 진료의 기본 원칙을 이해

하며 인턴의무기록지를 성실히 작성함 

(2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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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기 :  골수검사에서 inadequate specimen을 최소화하며 다른 시술

이나 수기에서도 숙련도를 보임 (30% 반영)

별첨. 혈액종양내과 인턴근무 평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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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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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내과의 기본적인 수련 목표를 따른다.

2.  감염내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과적인 지식과 수기를 배운다.

3.  감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원칙 결정에 필요한 이론

과 수기를 숙지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내과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에 참여하며 내과의 공통적인 수

련목표에 따라 근무한다.

2.  감염내과 병실환자에게 시행되는 각종 술기방법을 정확히 숙지한다 (

골수, 뇌척수액, 복수, 흉수 천자 등)

3.  감염내과 병실환자에게 시행되는 각종 검사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며 임

상적 의의를 이해한다 (혈액 및 체액·농 등의 배양, 동맥혈 검사, 심

전도, VRE swab, nasal MRSA screening 등).

4.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과내 회진 및 집담회에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I.	근무지침

1. 출퇴근 시간

내과 인턴 공통 지침을 따른다.

2. 업무 장소

감염내과에 배정된 인턴은 기본적으로 17동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타 병동에 감염내과 환자가 입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감염내과 병동 인턴이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다. 17동 병동에서는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환자의 격리 병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격리 병실에 입원

한 타과 환자에 대해서는 17동 병동에 배정된 감염내과 인턴이 환자 진

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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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장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운을 착용하며 남자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한다. 

하절기에는 병원 방침에 따른다.

4.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내과 인턴 공통 지침에 따른다.

5. 각 분과 별 배정 및 순환 기준

내과 인턴 공통 지침에 따른다.

IV.	진료지침

1. 입원 환자 진료

감염내과 병실 인턴은 기본적으로 내과에 소속되므로 내과에 공통적

인 인턴 근무 수칙 및 수행 업무를 따른다. 감염내과 병실 인턴의 업무

는 입원 환자의 진료에서 병실 주치의를 보좌하는 일이다. 모든 사항은 

병실 주치의의 지시 및 허락을 받아 실시해야 하며 통상 아래의 사항을 

주된 수행 업무로 한다. 

2. 입원 환자의 인턴 기록지 작성

신환이 입원하는 경우 환자를 파악하여 입원 기록지를 작성한다.

입원 기간 중 경과 기록지를 작성한다.

3. 각종 검사 시행 order 입력 및 결과 확인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order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담

당 주치의의 지도를 받는다.

4.  당직 시간 때 primary call을 받고 필요 시 직접 주치의에게 보고

야간 당직 때 환자에 대한 call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에 대해서는 내과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5.  입원 환자에게 시행되는 각종 술기를 시행한다. 주로 시행되는 술기는 

골수 검사, 뇌척수액 검사, 복수 천자, 흉수 천자 등이 있다.

6. 각종 검사의 시행 

혈액 및 체액·농 등의 배양, 동맥혈 검사, 심전도, VRE swab, n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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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screening 등

7. 감염 관리 (Infection Control)

1) 업무 정의

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감염내과 인턴업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이고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참여할 때는 항상 숙지하고 있

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주로 근무하게 될 17동 병동은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환자 격리 병실을 운영

하고 있고 면역저하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으므로 감염 관리 

및 접촉 주의 (contact precaution)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수

행하여야 한다.

2) 목적

환자와 환자 사이의 감염성 원인균의 전파를 방지한다.

감염된 의료진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

감염된 환자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한다.

3) 손위생

환자를 진료 또는 처치하기 전 후

처치 시 착용한 장갑을 벗은 후

4) 장갑

-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것 같을 때, 환자의 상처 있는 피

부나 분비물이 나오는 상처를 만질 때, 의료인의 피부에 상처

가 있을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 혈액 배양 검사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 장갑을 벗을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5) 덧가운

- 노출된 피부나 옷이 더럽혀질 것 같으면 입어야 한다.

- VRE 병실을 출입할 때는 입어야 한다.

6) 마스크, 보호 안경

- 혈액이나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으면 써야 한다.

-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환자 (독감, 폐결핵 등)를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7) 격리

-  혈액 주의 (blood precaution)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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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patitis C, HIV등)에는 대개 환자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  환자의 위생이 불량하거나, 병실 환경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

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독방에 격리 입원시켜야 한다.

- 폐결핵 환자는 결핵 병실에 격리시킨다 (호흡기 내과 연락)

- VRE 가 검출된 환자는 격리 병실에 함께 코호트한다.

8. 각종 드레싱의 시행 

입원 환자의 상처, 침습적 술기 부위 등에 멸균적 드레싱을 시행한다.

9. 내과 및 감염내과 집담회 참여

내과 및 감염내과에서 시행되는 교육 집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각종 시술, 검사의 설명 및 동의서 받기

입원 환자에게 시행되는 시술 및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

는다.

11. 입원사실 증명서 발급

입원 환자에게 발급되는 입원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주

치의와 상의하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다.

12.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등) 발생시 적극적 참여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10점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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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①  병동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병실 전공의에

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 시와 야간 당직 시,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

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 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10점

① 입원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②  입원 환자의 현재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담당 전공의와 함

께 올바른 대처를 한다.

③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병실에서 필요한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②  심폐소생술 관해 정확히 알고, 시행한다

③  담당전공의와 함께 적절한 약물 및 검사처방을 하여 처방

전을 올바르게 작성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필요한 의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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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병실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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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레르기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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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내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일반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알레르기 내과 영역의 지

식을 습득하고 실제 진료에 적응한다.

2. 알레르기 내과 영역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3. 알레르기 내과 치료제의 부작용을 숙지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알레르기 내과 환자의 질환의 특성을 이해한다.

2. 알레르기 내과적 응급상황의 인지 및 적절한 처치를 숙지하고 익힌다. 

3. 척그-스트라우스 증후군 환자에서 동의서 작성에 참여한다. 

4. 흡입제의 종류를 익히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5.  알레르기 내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숙지한다. 

6. 과내 회진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I.	근무지침

1. 인턴의 구성

삼성 서울 병원 인턴으로 알레르기 내과 병동인 18서 병동 배치된 경우 

알레르기 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 기본 근무 수칙

병동에서의 기본 업무는 내과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IV.	진료지침

1. 업무1: 알레르기 내과 응급 질환 대처

1) 아나필락시스  

(1) 활력증후측정

(2) 필요하면 기도 확보, 산소 공급 및 심폐소생술

(3)  후두부종 또는 저혈압이 있으면 1:1,000 epineprine 0.3~0.5 

mL 근육주사 : 필요하면 15~20 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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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관 확보 및 수액 투여 :  혈압 저하시 500~1,000mL를 

bolus infusion 후, 적정 혈압과 

소변량이 유지되도록 투여

(6) 저혈압 지속시

① Dopamine: 2~20 μg/Kg/min 정맥내 점적 투여

② Norepinephrine: 4~8 μg/min 정맥내 점적 투여

③  경우에 따라 1:10,000 epinephrine 2.5 cc 정맥주사 

(5~10 min interval)

2) 천식의 급성 악화

신속한 병력 청취 및 진찰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며 검

사를 위해 치료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증상과 진찰 및 검사 소

견을 바탕으로 발작의 중증도를 파악한다.

(1) 산소 투여: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90% 이상 유지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nasal cannula나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2) 속효성 β2 항진제: 

 속효성 β2 항진제는 통상 네뷸라이저로 salbutamol 용액 1 

cc와 생리식염수 3 cc를 혼합하여 4~6시간마다 흡입시킨다. 

흡입치료를 최대한 하여도 반응이 없다면 terbutaline이나 

salbutamol의 정맥주사를 고려할 수 있다.

(3) 에피네프린: 

 β2 항진제가 없는 경우에 피하 혹은 근육 투여할 수 있다 전

신 부작용의·위험성이 있으며, 부작용은 특히 저산소증이 있

는 환자에서 빈번하다.

3) 약물 이상반응: 

(1)  약물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그 약제를 끊는 것이 가장 근본적

인 치료 방법이다.

(2) 심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약물치료 동반

① 약한 경우 : 항히스타민제

②  증상이 심하고 점차 진행하는 경우: corticosteroid의 전

신투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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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2: Drug allergy work-up

병력 청취를 통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약제를 선별하는 방

법을 배운다.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피부시험 및 약물유발시

험의 원리, 적응증, 검사 방법 등을 숙지한다

3. 업무3:  처그-스트라우스 증후군 환자에서 Cytoxan 및 고용량의 스테

로이드 투여와 사용과 관련한 동의서 작성

 

<Cytotoxan 사용시 부작용>

1)  남녀 모두에서 불임의 가능성이 있으나 나이와 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다

릅니다. 남성에서는 무정자증, 여성에서는 난소 부전, 조기 폐경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2)  골수 독성으로 인해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

습니다.

3)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4) 출혈성 방광염과 방광암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5) 악성 종양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오심, 구토,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안면 홍조와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

다. 흔하지는 않지만 폐렴이나 폐섬유화, 심부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시 부작용>	

1)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골다공증의 발생 또는 진행

2) 저칼륨혈증, 고혈압, 부종

3) 여드름, 다모증, 성장 지연, 월경 이상

4)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5) 상처와 궤양 치유 지연

6) 백내장, 무균성 골괴사, 스테로이드 근병증

7) 흥분, 불면, 심계 항진 (심각한 부정맥)

8) 감염의 유발과 악화

9) 경련, 환시, 정신 착란 등의 정신-신경 장애



인턴 진료지침서124

4. 업무4 : 진료과 집담회(conference) 참여

목적: 집담회 및 과내 교육행사에 참여하여 마취와 통증에 관한 최신 

지식과 연구 등에 대해 이해한다.

내용: conference 준비 보조, conference 적극적 참여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용모, 복장 (가운, 두발, 신발 등): 10점

· 병동 업무 및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

용한다.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 보

조 한다.

·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환

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한다.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 10점

· 근무시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

도록 한다.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배우려는 자세: 20점

·전공의나 staff의 회진,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조한다.

4) 임상 능력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입원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숙지한다.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 알레르기내과적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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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행한다.

·의무기록 작성: 10점

·충실성 : 필요한 처방전과 마취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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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류마티스내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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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류마티스내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류마티스내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

분을 배운다.

2.  향후 GP 타과 전문의 혹은 해당과 1년차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술기

를 함양함.

II.	구체적인	수련	목표

1.  류마티스적 응급질환에서의 진단적 접근법에 대해 숙지하고 전공의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2.  근생검이나 신생검 등 류마티스 환자들의 검사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전처치, 동의서 작성에 참여한다.

3.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펄스 요법, 스테로이드 펄스 요법 등 입원중 류

마티스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이해하고 동의서 작성에 참여한다.

III.	근무지침

: 내과 병동 인턴 공통의 근무지침을 따른다.

IV.	진료지침

: 내과 인턴의 일반적인 진료지침을 따른다.

그외 류마티스 환자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진료지침 및 배경

지식은 아래와 같다.

류마티스적	응급질환

1. Septic arthritis

1)  급성 단관절성 관절염일 때는 반드시 감염성 관절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감염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flare-

up이라고 생각하여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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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감염성 관절염은 50% 환자에서 열이 없고 insidious onset을 

보이기 때문에 종종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3)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관절 천자를 시행하여 활막액 

검사 및 세균 검사를 시행한다. 활막액 백혈구수가 50,000/mm3이상

이면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하고 즉각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4)  감염성 관절염과 감별하여야 하는 경우는 crystal-associated 

arthropathy이다.

2. Cervical spine abnormalities

1)  Cervical spine radiologic involvement는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

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특히, atlantoaxial 

subluxation은 cervical myelopathy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한다. 

2)  First clinical sign: new occipital pain, tingling sensation of the 

fingers

3)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이학적 검사에서 수동적으로 cervical spine

을 최대로 굴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낙상하였거나 traffic accident 후의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 검사:  C-spine AP, C-spine open mouth view (RA, AS, odontoid 

process를 관찰하기 위해), C-spine lateral (extension, 

flexion and neutral position)

3. 전신성 경화증의 Renal crisis

1)  전신성 경화증 환자가 두통, 악성 고혈압, high creatinine, 

thrombocytopenia 그리고 말초혈액도말 검사에서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의 소견을 보이면 renal crisis를 진단할 수 있

다. 10%의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high 

creatinine 그리고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이 관찰되면 

의심한다.

2) 치료:  progressive renal dysfunction이 있을지라도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를 투여한다.

4. Alveolar hemorrhag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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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LE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이며 70-90%의 mortality를 보이는 

질환이다. 

2) cause of AH: capillaritis

3)  Most frequent clinical features on presentation: dyspnea with 

pulmonary infiltrate (100%), high fever (82%) 

4)  hemoptysis는 50%의 환자에서만 나타나므로 hemoptysis 증상

이 없다고 배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hemoptysis가 없더라도 dense 

pulmonary infiltration이 있으면서 hemoglobin가 급작스럽게 저하

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5)  감별진단: infectious pneumonia, acute lupus pneumonitis

6)  치료:  Early treatment with high dose steroid, cyclophosphamide, 

and/or plasmapheresis

5. Transverse myelitis

1)  SLE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늦게 발견되거나 치료가 즉각적으

로 시작하지 않으면, irreversible paraplegia를 초래한다. 

2) 증상: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lower extremities의 weakness, 

paresthesia, or neuropathic pain. 종종 back pain과 

bladder dysfunction을 호소. 대부분의 환자에서 mid-

throacic level에서 sensory loss를 호소

3)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이 되면 가능한 빨리 MRI를 체크한다.

Inflammatory	myopathy	Work-up

1. 업무 정의:  염증성 근육병증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

행한다.

2. 목적: 염증성 근육병증에서 기본적인 진단 방법을 습득한다.

3. 내용

■ Muscle Biopsy 전후의 sample 관리 책임은 인턴이 담당한다. 

·Open muscle biopsy인 경우, 정형외과 일반 협진 의뢰한다.

· US-guided muscle biopsy인 경우, 영상의학과 근골격계 part에 협진 

의뢰한다.

· Muscle biopsy와 관련한 합병증 및 재시술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

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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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잡히면, 검사 당일에 병리과 검체 접수실에 muscle specimen

이 나올 것임을 통보한다. 환자 정보를 검사 의뢰 sheet에 상세히 기술

하여야 한다.

· 검사 당일에 조직 검사를 실시하면, 인턴 선생님이 검체를 생리식염수

에 담가서 3-4시 이전까지 가능한 빨리 병리과 검체 접수실에 접수한

다.

■  Muscle biopsy 후에 wound care에 대해 담당하거나 정형외과 의사

를 보조할 수 있다.

·Occlusive dressing

-  수술 후 24-48시간 후 skin epithelialization이 되기 때문에 그 이

전에는 외부로부터 상처 내부로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시켜 준다. 그래

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3일째 wound를 open하여 simple 

dressing로 교체한다. 

-  만일 그 이전이라도 거즈가 젖어 있거나 discharge가 있다면 즉시 

dressing을 교체하고 다시 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한다.

■  Muscle biopsy를 할 때, 정형외과 의사의 수술 보조는 류마티스내과 

소속의 인턴이 담당할 수 있다. 

Lupus	nephritis	Work-up

신장 내과의 신장 생검할 때의 work-up을 참고한다.

Biologics	투여하는	환자의	Close	monitoring

1. 업무 정의:  생물학적 제재 투여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anaphylactic 

reaction에 대한 모니터 및 처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목적:  생물학적 제재 투여 환자에 있어서 부작용 평가, anaphylactic 

reaction의 진단 및 응급 처치를 숙달하여 생물학적 제재의 기본적

인 지식 및 부작용 등을 숙지한다.

3. 내용:  외래 처치실에서 생물학적 제재 투여 (ex. Infliximab, rituximab) 

중에 환자가 이상 반응을 보여서 의료진의 close monitoring이 필

요한 경우에 인턴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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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질환자에게	Cytotoxic	drugs	사용과	관련한	동의서	작성시	

설명하여야	하는	부작용

1. 업무 정의:  류마티스 질환자에게 cytotoxic drug을 투여하는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목적:  류마티스 내과에서 cytotoxic drug 투여 환자에 있어서 약물의 작

용 등의 기본적인 지식 및 부작용 등을 숙지한다.

3. 내용:  대표적인 관련 약제는 아래와 같다.

 

☞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펄스 요법(CytoxanⓇ pulse therapy)

 루푸스 환자에서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는 루푸스 신염

입니다. 심한 루푸스 신염이 지속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고 심혈관

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루푸스 신염으로 인한 이

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펄스 요법을 시행하

게 됩니다. 루푸스 이외에도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 이 치료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펄스 요법는 일반적으로 투여량과 투

여 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1)  남녀 모두에서 불임의 가능성이 있으나 나이와 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남성에서는 무정자증, 여성에서는 난소 부전, 조기 폐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골수 독성으로 인해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4) 출혈성 방광염과 방광암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5) 악성 종양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오심, 구토,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안면 홍조와 머리가 빠지기도 합

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폐렴이나 폐섬유화, 심부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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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 펄스 요법 (SolumedrolⓇ pulse therapy)

 Solumedrol 500-1000mg을 3일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테

로이드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루푸스 신염,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중증 

루푸스에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시행할 수 있

습니다. 이 치료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것과 거

의 동일하지만 급사한 예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골다공증의 발생 또는 진행

2) 저칼륨혈증, 고혈압, 부종

3) 여드름, 다모증, 성장 지연, 월경 이상

4)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5) 상처와 궤양 치유 지연

6) 백내장, 무균성 골괴사, 스테로이드 근병증

7) 흥분, 불면, 심계 항진 (심각한 부정맥)

8) 감염의 유발과 악화

9) 경련, 환시, 정신 착란 등의 정신-신경 장애

V.	평가

1. 평가요소: 내과인턴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를 따른다.

2. 평가방법:  내과인턴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방법을 따른다 (주치의 및 병

동장의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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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환자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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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과 인턴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중환자 의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반의사로서 중환자 진

료에 필요한 기본 처치와 술기를 익힌다.

2.  각 중환자실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 및 진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여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중환자실 근무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되는 전공의 대상 중환자의학 교

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중환자 의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반의사로서 중환자 진

료에 필요한 기본 처치와 술기를 익힌다.

3.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감시 체계를 이해하고, 이상소견에 대해 기술 

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처치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중환자실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 및 진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여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II.	근무지침

1. 중환자의학과 인턴의 구성

1) 본관 내과계 중환자실(03M)

2) 본관 신경/소아 중환자실(03P)

3) 본관 심장외과 중환자실(03H) 및 소아심장/혈관 중환자실(03PH)

4)  본관 심장내과 중환자실(03C) 및 신경외과 중환자실(03N)

5)  본관 외과 중환자실(03S)

6) 암센터 흉부외과 중환자실(C03H)

7) 암센터 외과 중환자실(C03S)

8) 암센터 내과 중환자실(C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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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시간:  오전 7시까지 해당 중환자실에 출근하여 오전 정규업무 

내용에 대해 해당 중환자실 전담 주치의와 상의한다. 정

규 퇴근시간은 오후 7시 퇴근 전 당직 인턴에게 미해결 업

무에 대해 반드시 인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업무장소:  중환자실 인턴은 일과 시간 중 해당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 중 업무장소 이탈 시 해당 중환자실 

전담 주치의에게 보고토록 한다.

4. 복장:  근무 중 복장은 병원 근무복을 원칙으로 하며 수술실 왕래가 필

요한 중환자실 근무자일 경우 수술복을 입을 수 있다. 중환자실 

내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해 가운은 입지 않으며 반드시 명찰을 패

용한다.

5.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해당 중환자실의 업

무 및 중요 환자에 대해 인계하여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한다. 업무 누락 시 이에 대

한 1차 책임은 해당 중환자실 담당 인턴에

게 있다.

 

6.   중환자실 근무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되는 전공의 대상 중환자의학 교

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다.

7.   중환자의학과 컨퍼런스 (journal conference, staff lecture, case 

conference)에 반드시 참석한다.

8.  각각의 중환자실 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중환자실 담당

교수 및 수석 전공의와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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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진료지침

1. 중환자의학과 인턴의 업무는 각 담당 중환자실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항목  ICU Routine 업무

처방 입력

·추가, 응급 처방 입력
·전일 사용한 수액 입력
·추가 수액 입력
·협진 전산 의뢰(PCA)

처치 및
검사관련

·ABGA, EKG, ACTH 검사 시행
·Wound Dressing(JP, PCD, PTBD, Chest tube, EVD)
·L-tube, 남자 Foley insertion
·Enema
·T-cannular change
·Spinal tapping
·Irrigation(Bladder, PCD, PTGBD 등)
·Bulky한 시술시(Tracheostomy 등) Assist
·검사결과 판독의뢰

감염관리
· Blood 및 각종 Body fluid Cx, VRE rectal & Nasal 

swab Cx

환자이송
·중환자실간 전동시 동행
·검사 시행시 동행

기타

·동의서(PCA, CT, MRI 등)
·Line 제거(A-line, C-line, RIC, nSheet, IJ 등)
·병리과 Slip 작성
·사후 처치
·응급상황시 Assist

2. 중환자실의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1) 감염환자의 경우 지침 준수

손씻기, 앞치마, 마스크, 소독장갑 착용

2) Main Wound Dressing시 감염관리기준 준수

Main Wound나 Chest tube Dressing시에 베타딘볼을 사용하

며, 베타딘 스틱은 중심정맥관 같은 곳에 사용

3) 환자 이름표 옆의 감염주의 표시 확인

감염환자는 반드시 가운과 장갑 착용하고 처치가 끝난 후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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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손씻기를 수행

4)  필요물품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가운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

5) 환자침상에 부착된 스티커의 의미

환자침상 부착용 스티커 해당 질병

   

호흡기 주의

호흡기성 법정전염병, Rubella, 
Meningococcal disease, Mumps, 
Pertussis 등 공기로 옮는 질환 
(Measles,Chickenpox, Tuberculosis은 
N95 mask 착용)

혈액 주의

Hepatitis B, Hepatitis C, Syphilis(VDRL) 등 
혈액으로 옮는 질환

접촉주의

접촉성 법정전염병, MRSA, 기타 MDRP 등 
접촉을 통해 옮는 질환

    

강화된 접촉 주의

VRE, C. difficile, Rotavirus 등  접촉을 
통해 옮으며 강화된 주의가 필요한 
질환

혈액 주의

HIV 혈액을 통해 옮으며 특별관리 
질환

A

B

C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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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 환자 이송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환자 이송중 V/S monitoring을 반드시 시행

2) 환자 모니터의 지속적 관찰과 문제 발생시 긴급한 연락 및 조치 시행

3) 환자 이동시 환자의 Line이나 삽관 상태 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Unexpected Line Removal 사고 발생 주의)

4) Inotropics 등 투여 약물의 지속적 주입 관찰

  

4. 그외의 인턴 업무는 해당 중환자의학과 지침에 따른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 소양:   인턴으로서의 기본 자세 (대인관계) 및 복장에 대한 평가

2) 근무 자세: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업무 누락 여부 등 해당 중환자실 

근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평가로 상황에 따라 해당 중

환자실 간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3) 교육 참여: 중환자의학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출석)

4) 임상 능력:  해당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본 지식 정도 및 술기 능력, 

회진 참여 정도 및 의무기록 상태

2. 평가방법

1)  탁월(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불량 (1-2)

2)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각 중환자실 담당교수), 

3단계(중환자의학과 과장)로 평가

3)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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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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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인턴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한 사람의 완성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에 대

한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외과적 질환을 이해하며 외과적 치료에 대

한 개념을 파악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병동 담당의와 연계로 병동환자의 기본적 외과 술기를 익힌다.

수술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한다.

수술에 조수로 참여하여 수술 치료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III.	근무지침:	

1. 외과 인턴 구성

1)  HBP, stomach, LGI, breast endocrine, transplantation, 

pediatric, vascular 총 7개의 분과에 인턴이 배정된다. 배정되

는 인턴의 숫자는 전체 인턴 수와 분과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chief 

resident가 결정한다.

2. 출퇴근시간

1)  각 분과 소속의 인턴은 분과 오전 회진 전 회진명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에 출근한다.

2)  각 분과 소속의 인턴은 분과의 정규 또는 응급 수술이 모두 끝나고 

병동 업무를 처리한 뒤 당직이 아닌 경우 퇴근한다.

3) 퇴근시 분과 chief resident에게 보고한다.

3. 업무장소

1) 본관 외과 병동 :  16층 서병동, 11층 동병동, 9층 동병동, NICU, 

GSICU, PHS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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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센터 외과 병동 :  7층 동, 서병동, 6층 동, 서병동, 5층 동병동, 

CGSICU

3)  기존의 병동 이외에 입원하는 병동이 생길 수 있으며 외과 인턴은 

외과 환자가 있는 어느 병동에서든지 업무를 시행한다. 

4. 복장

1) 수술장 복장 준수 

(1) 수술복 상의는 하의에 넣어 입는다.

(2) 머리카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2) 수술장 밖에 나갈 때에는 수술장 신발을 벗는다.

5.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1)  각 분과 소속의 인턴은 분과의 수술이 끝난 뒤 counter part에게 중

요 사항을 인계한 후 교대한다. 

2) 당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chief resident에게 상의하여 결정한다.

IV.	진료지침

1. 수술 전 검사 확인.

1) 각 분과별 수술에 필요한 검사에 대하여 숙지한다.

2) 수술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

(1) preOP lab

①  CBC, e’, chemi, PT&aPTT, UA, ABO/Rh, VDRL, 

HBsAg, anti-HBs Ab, anti-HCV Ab, anti-HIV Ab, 

chest PA, EKG, PFT, echocardiography(>60세 혹은 

관련 질환자)

②  수술 전날 관련 검사 check하고, reading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reading을 받는다. 빠진 검사는 수술 전까지 

check하고, abnormal finding은 recheck 혹은 관련 과

에 consultation한다.

(2)  preOP blood preparation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에 한하여 수술 전날 수술시행 

할 날짜에 수술장 처방으로 입력한다.

(3) MN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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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금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급수술이 필요 시는 예외로 한다.

(4)  PCA consultation

abdominal surgery 및 수술 후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환자

에 있어 PCA 동의서 작성 후 마취과 급성통증클리닉에 협진

의뢰한다.

(5)  Skin preparation

원칙적으로 수술 직전 수술장에서 마취 후 필요한 부위에 시

행한다.

(6)  병리과 slip 지 작성

수술 부위에 따라 병리과 order 입력 후, slip을 permanent

와 frozen Bx용으로 두 장 작성한다.

(7) Foley insertion

대개 2시간 이상의 수술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수

술에 한하여 마취 후 insertion시행함. 이외에 general 

condition이 좋지 않아 urine output check가 필요한 환자 

등에 필요함.

2. 수술 assistant의 역할

1) 수술전 해부학적 수술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하여 숙지한다. 

2) 수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하여 적절한 수술 후 관리를 할 수 있다.

(1) 환자를 수술장 입구에서 수술방으로 이송한다.

(2)  수술 전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대로 옮기고 마취과에서 마취

할 때 옆에서 도와준다.

(3) 환자와 수술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필요한 position을 취한다.

①  Supine position;  외과수술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

루어지는 자세이다.

ⅰ  환자를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한쪽 팔(보통 operator쪽)

을 펴서 arm board에 고정하고, 반대쪽 팔은 접어서 환

자 몸에 붙이고 침대포로 팔이 떨어지지 않게 감싼다. 이

때 arm board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각도가 90도를 

넘어서진 않았는지를 꼭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양쪽 팔을 

다 펼 수도 있고(ex.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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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팔은 다 접어 넣기도 한다(ex. thyroid OP시).

ⅱ  Bovie plate는 피부의 넓은 부위(허벅지, 종아리)에 부착

하고, knee belt를 반드시 고정하여 환자가 떨어지는 일

이 없도록 한다. 메가다인이 베드에 장치되어 있을 시에는 

plate를 붙이지 않는다.

ⅲ  오랜 수술시간이 진행되면,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피부 

괴사나 신경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젤리 패드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압력을 분산 시킨다.

②  Lithotomy position;  주로 colorectal surgery 시 이루

어 진다.

ⅰ 자세는 보통 supine 에서 마취 후 취한다.

ⅱ  수술대 아래쪽, 발판이 내려가는 위치에 엉덩이가 위치하

도록 환자를 내리고, 보통 양 팔을 벌린다.

ⅲ  환자를 내리기 전 다리 지지대를 수술대 아래 끝 부위에 

설치하고, 환자를 내린 후 다리를 거치한다. 이때 가급

적 양쪽 다리를 동시에 거치하도록 하고, 고관절의 적절

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리 거치 시 무릎 바깥쪽의 

peroneal nerve 손상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ⅳ  필요 시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부위에 knee belt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환자가 숨쉬는데 문제가 될 정도

로 세게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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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ateral decubitus position

ⅰ supine에서 마취 후 자세를 취한다.

ⅱ  환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옆으로 누이고, 허리부위가 수술

대 중간 접히는 부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ⅲ  아래쪽 겨드랑이에 젤리바를 집어넣고 위쪽 팔은 arm 

board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고정한다. 이때 위쪽고정 

arm board가 환자의 얼굴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ⅳ  환자가 앞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kidney bar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지지해 준다.다리는 약간 엇갈리게 놓고, 무릎과 

발목, 발에 압력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폰지

를 끼워 넣는다.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Knee belt를 이

용하여 다리부위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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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rone position

ⅰ  마취는 이동용 침대에서 하고 난 다음 환자를 굴려 수술대

에 엎드려 눕힌다.

ⅱ  수술대로 환자를 옮기기 전 환자 가슴이 위치할 자리에 

chest bar(없으면 융포를 길게 말아 양쪽으로 나란히 두 

개 놓는다.)와 얼굴위치에 intubation tube가 안전하게 

위치하도록 만들어진 스폰지를 놓고 옮긴다.

ⅲ  무릎 부위와 발목 부위, 발가락이 압력으로 손상 받지 않

게 하기 위해 젤리바나 스폰지, 융포 등으로 지지해 준다.

ⅳ   양 팔은 arm board를 위로 향하게 하여 만세자세가 되게 

고정한다. 

 

(4) Skin preparation

① 기본적으로 aseptic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수술 부위에 난 털은 수술 직전 뽑는 것이 가장 좋으나 털

이 많을 경우 피부에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하면서 면도기

로 제거한다. 최근에는 수술 전날 제모제를 바른다.

③  배꼽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독 전에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특히 laparoscopy 

surgery때 배꼽 투관침 삽입시 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가능한 깨끗이 제거한다.

④  먼저 betadine soap 혹은 chlorhexidine 용액이 젖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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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즈로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부위보다 넓게 닦아 낸다. 골

고루 닦아낸 다음 소독된 포나 종이로 피부에 묻어있는 소

독액을 한번에 덮어 닦아낸다.

⑤  다음 betadine 용액이나 알코올 용액이 담긴 거즈 볼을 

ring forceps로 잡아 소독하고자 하는 부위의 가장 자리

를 먼저 닦아 표시한 다음, 그 표시된 안쪽으로 닦되, 수

술할 부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

으로 닦아 나간다. 이때 바깥쪽에 닦은 거즈는 오염된 것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 안쪽으로 다시 닦으면 안 된

다. 3-5회 반복하여 닦아낸다.

⑥  Skin preparation 주의해야 할 점을 수술 전 피부

에 marking 해 놓은 표시가 지워지면 안되기 때문

에 marking해 놓은 부위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

록 한다. 특히 stoma site를 marking한 경우는 skin 

preparation 직전에 needle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5)  수술 시 operato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

한다. 

(6) Skin suture등의 minor procedure를 익힌다. 

(7) 수술이 끝나면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한다.

(8)  수술 시 나온 검체는 병리과에 접수하고 병동에 있는 장

부에 서명한다. 응급수술인 경우 병리과 앞에 있는 냉장

고에 검체를 보관하고 장부에 서명한다.

3.   수술 후 환자 관리.

1) 수술 환자의 예후 및 추가 치료에 대하여 숙지한다. 

2) 수술을 받은 환자의 회복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외과적 창상 관리

① Wound dressing의 목적

ⅰ  창상의 상태와 감염여부 확인.(redness, local heat, 

tenderness, fluctuation, pus discharge)

ⅱ 창상을 외부로부터 보호

ⅲ 분비물의 제거

② Dressing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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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imple dressing

- 상처 내부로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상처에 적용

-  Betadine 소독 후 상처를 열어두거나 거즈로 간단히 덮

어둠.

ⅱ Occlusive dressing

- 수술 직후 이루어지는 대부부의 상처에 적용.

-  수술 후 24-48시간 후 skin epithelialization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외부로부터 상처 내부로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시켜 준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POD#3째 wound를 open하여 simple dressing로 교체

한다. 

-  만일 그 이전이라도 거즈가 젖어 있거나 discharge

가 있다면 즉시 dressing을 교체하고 다시 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한다.

ⅲ Soaking dressing

- Dirty wound에 적용.

-  Wound 내의 세균 수를 줄이고, pus등이 계속 고여있는 

것을 막아 준다.

-   Betadine 1% 혹은 saline packing, 경우에 따라서 마

른 거즈를 packing한다. 너무 많은 양의 거즈를 넣

게 되면 tissue healing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적당량 

discharge가 고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오게 걸쳐 놓

는다.

-  Soaking dressing의 원칙은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3-4번 이상 갈아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infection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ⅳ 배액관 관리

-  배액관은 ascending inflection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여 occlusive dressing

으로 하고, 젖으면 바로 갈아 주어여 한다.

-  배액관이 빠지거나 복강내 또는 체강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suture tagging이나 안전핀 등으

로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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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관 제거 시 배액관이 복강안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치의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TBD같이 배액관 끝이 pig tail로 말려 있는 경우는 안

쪽에 실이 걸려 있어 배액관 제거 시 안쪽 실을 푼 다음 

같이 제거해야 복강 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③ Wound stitch out

-  보통 abdomen wound의 stitch out은 POD#7에 wound 

상태를 고려 하여 진행한다.

4. 병동 회진 준비.

1) 매일 오전, 오후 회진 시간 전에 회진 명단을 만든다.

5. 주치의로서의 경험.

1)  담낭염 또는 급성 충수 돌기염 등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인턴이 주치의를 함으로써 향후 resident또는 개

원의가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① 수술장 복장 :  수술복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다. 머리카

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

다. 수술장 밖에 나갈 때는 수술장 신발을 

벗는다.

② 회복실 및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

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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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①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담

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시, 수술실과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

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② 수술 및 병동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10점

① 주치의로 배정된 환자 파악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병동 인턴 업무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 수술장 인턴 업무를 충실히 시행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수술장에서 적극적으로 procedure를 배우며 실행한다.

② Clinical pathway를 벗어나는 경우 resident에게 보고한다.

③ 수술장 처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해당 월의 인턴 미비를 10개 미만으로 유지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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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부록:	각	파트별	업무	세부사항

<장기별	수술전	검사>

1. Stomach

1) Bowel preparation(preOP 1day)

- 수술 전날부터 NPO

- MagcorolⓇ 250cc p.o. at 9A & 3P

- PhazymeⓇ 2T p.o. at 3P

2) Skin preparation; 수술 직전 필요 시에만 시행함.

3)  Levin tube insertion (stomach decompression목적으로 수술 전 시

행함)

4)  Gastric lavage; gastric outlet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

서 수술 2-3일전 시행한다. Input과 output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5) Stomach Cancer preop evaluation

- Esophagogastroduodenoscopy(필요 시 clipping)

- Stomach CT

- UGI series

- Tumor marker(AFP, CEA, CA19-9, CA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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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orectal Surgery

1) Colon preparation(preOP 1day)

-  ColonlyteⓇ 4L p.o. at 9A, within 4hrs, but obstruction의

심되는 환자는 300-500cc 투약 후 simple abdomen 확인 및 

defecation 확인 후 진행함.

-  MagcorolⓇ 250cc p.o. at 9A & 3P; Rt side colectomy시 시행함.

- Metronidazole 250mg 3T p.o. at 1p/2p/11p

- PhazymeⓇ 2T p.o. at 3P

2)  Skin preparation; abdomen 및 pubic hair에 대하여 수술 직전 마

취 후 시행함.

3) Stoma marking

-  Stoma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 WOCN(장루상처간호사)에게 의뢰

하여 시행한다 (sigmoid colon 이하의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에서

는 원칙적으로 시행한다. 그 외에도 외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예:LAR환자에서 Miles’ OP, Hartmann’s 

OP, IPAA가능성 있는 환자)

4)  Foley insertion; 마취 후 시행하며, LAR등 pelvic dissection시행한 

환자는 POD #4 제거한다. (상급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Colorectal cancer preOP evaluation

- Colonoscopy(필요 시 tattooing or clipping)

- Esophagogastroduodenoscopy

- Abdominopelvic CT

-  CT colonoscopy(obstruction등 colonoscopy를 시행하지 못한 환

자에 고려)

-  Metastasis work up; chest CT, liver MRI(APCT상 liver meta

가 의심되는 경우), PET-CT

-  TRUS: rectal cancer, rectal tumor의 침윤도, 림프절 전이 등을 

확인.

-  Rectum MRI: 직장암이나 직장의 종양의 진행 정도를 확인.

- Tumor marker(CEA, CA19-9), ESR, CRP

3. Hepatobiliary Surgery

1) Bowel preparation(preOP 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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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날부터 NPO

- MagcorolⓇ 250cc p.o. at 9A & 3P

- PhazymeⓇ 2T p.o. at 3P

2) ICG test; liver resection 환자에서 시행함.

-  시작 전 양쪽 팔에 18G angiocath. Needle 삽입 후 검사 진행함.

-  Basal sample후 ICG 0.5mg/kg 투여 후 5분/10분/15분 3번 

sample함. 반드시 ICG 투여된 반대쪽 line에서 sample해야함.

3) OGTT; pancreas resection시 시행함.

-  Basal sample후 Dextrose 75g/150cc oral 투여 후 30분/60분/90

분/120분 4번 sample함.

-  검사 전 insulin, C-peptide, proinsulin, hemoglobin A1c check

한다.

3)  Blood preparation; lap-chole을 제외한 liver, pancreas 수술 시 수

술 전날 수술방 처방으로 RBC 2P 입력한다.

4)  Vit. K(Phytonadion) 10mg injection; liver resection시

5)  Levin tube insertion; 수술방에서 insertion함.

4. Breast

1) IV line 및 blood sample은 반드시 수술 반대쪽 팔에서 시행한다.

2) Breast cancer preOP evaluation

- Mammography

- Breast USG

- Breast MRI

-  Lesion marking; US guide tattooing, needle localization(

수술 전 needle localization시행한 경우, lesion resection 직후 

specimen Mammography 촬영 후 병변의 포함여부를 꼭 확인한

다.)

- Tumor marker(CEA, CA15-3)

5. Endocrine Surgery

1) Thyroid cancer preOP evaluation

- Thyroid USG

- Neck CT(node metastasis가 의심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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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T profile(T3,T4,TSH), free T4, thyroglobulin Ab, 

Microsomal Ab, TSH-receptor Ab, thyroglobulin

6. Pediatric surgery

1)  일반적인 preOP lab은 다 챙기고, EKG는 10세 이상의 환아에서만 

reading이 필요하다. (chest x-ray는 영상의학과 소아판독실에서, 

EKG는 소아청소년과 PICU당직 선생님께 reading 받는다.)

2)  DSC수술(hernia, picibanil injection등)시 환아가 당일 내원하여 수

술 후 퇴원하기 때문에 당일 수술 동의서 및 order 입력을 한다.

-  Hernia 수술동의서는 SMIS -> 전자차트 -> OCR 서식발행 -> 서

혜부탈장복원술(소아) 동의서를 출력하여 관련된 항목을 보호자에 

설명 후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

-  Hernia는 수술할 부위(오른쪽, 왼쪽, 양측)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

며, 준비실에 비치된 도장으로 수술할 쪽 다리 혹은 배에 표시한다.

-  Chemoport/Hickman Cath./Perm. Cath. insertion시 

catheter위치 파악을 위해 수술 전 C-arm order를 입력한다.

-  Lymphagioma 환아에서 시행하는 sclerotherapy(Picibanil 

injection)시 시술 후 열이 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고, 발열시 해

열제를 복용하고, 복용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급실로 내원

하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  수술 후 외래 f/u은 보통 1주일 뒤로 잡고, pain control은 

acetaminophen syrup 32mg/cc를 1cc/kg 하루치 용량을 3번에 

나누어 처방한다.(한번용량이 곧 3kg당 1cc임.)

-  DSC수술 시 order는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전산이 막히게 됨으로 

반드시 퇴실 전에 입력해야 하고, 적출된 specimen의 병리과 처방

과 slip지 작성도 함께 해야 한다.

7. Vascular Surgery

1) Blood preparation;  혈관외과 수술 특성상 많은 출혈량이 예상됨으로 

수술 전 수술방 처방으로 수혈처방을 한다.

- AAA; RBC 5P, FFP 3P

- Bypass; RBC 3P

- CEA; RBC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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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A 동의서는 AAA repair, bypass, amputation등의 수술 시 필요

하며, 수술 전날 동의서 작성 및 협진의뢰 한다.

<	Transplantation	part	에서	intern	job>

 이식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기저질환의 정도와 면역억제에 따른 감염 및 이

식거부 반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1. Donor

1) Brain death criteria

- No response to pain stimuli

- No respiration for 3 to 5 min without ventilator

- Flat wave more than 15min in EEG

- No change after 24hrs

위 사항에 포함되고 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하면, 뇌사판정 위원회

가 열리고 뇌사 판정을 하게 된다. 뇌사가 판정되면 공여 받을 

recipient를 선정하고 수술을 준비한다.

-  Donated organ in SMC : liver, kidney, pancreas, heart, heart 

valve, lung, cornea, bone

2) Living donor

-  외과영역에서 living donor는 liver와 kidney이며 kidney는 donor

에 한해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2. 수술 당일 LT recipient 약 만들기

이식수술이 시작되면 이식환자에게 투여될 약을 만들어야 하며 이 작업은 

수술에 참여 하지 않은 인턴이 만들게 되며, 환자가 수술방으로 내려가면 

약이 함께 GSICU에 내려가고 GSICU에서 인턴이 약을 만들면 된다.

1) 준비물

Drug s (G a b e x a t e ( F o y Ⓡ) ,  D a l t e p a r i n ( F r a gm i n Ⓡ) , 

Alprostadil(PGE1)), 50cc syringe 3개, 2cc syringe 1개, 5DW 

50cc 2팩, NS 50cc 1팩, microextension(750mm 3개, 1400mm 1

개), 3way 2개

2) 약 용량

(1)  PGE1 – 8.75mcg/kg(소아; 2mcg/kg); 5DW mix해 50cc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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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syringe)

- 보험한계가 25 amp(1amp-20mcg)까지 이므로 몸무게가 

57.14kg이상일 경우 25amp까지만 사용하면 된다.

(2)  FoyⓇ - 20mg/kg; 5DW에 mix해서 50cc 만듦. (50cc syringe)

- 보험한계가 6amp(1amp-100mg)까지 이므로 몸무게가 

30kg이상일 경우 6amp까지만 사용하면된다.

(3)  FragminⓇ - 50 IU/kg; NS에 mix하여 50cc 만듦. (50cc 

syringe)

-  10000 IU = 4cc 이며, 60kg일 경우 1.2cc mix하면된다.

# 약을 만들면 반드시 약명을 syringe에 표시해야 하며 섞이

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infusion pump에 연결하기

(1)  750mm microextension을 이용하여 각각의 50cc syringe를 연결

한다. 이때 microextension에 있는 air를 제거하여야 한다.

(2)  3way 2개를 연결하고 syringe와 연결된 microextension을 오

른쪽부터 PGE1, Foy, Fragmin순서로 연결한다. 3way 왼쪽은 

1400mm microextension을 연결하고 이 곳이 환자의 line과 연결

될 곳이다. 모든 line에는 air를 제거하여야 한다.

(3)  infusion pump에 위에서부터 PGE1, Foy, Fragmin순서로 장착

하고, 전원을 켜서 작동유무를 check한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수술실로 조심스럽게 가져다 놓으면 된다.

3. 이식환자의 procedure

1)  이식환자는 면역억제상태이므로 사소한 감염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procedure는 aseptic하게 진행되어야 하

며, 반드시 멸균 glove를 착용하고, betadine preparation을 하여야 

한다.

2) 인턴이 수행하여야 하는 procedure

- blood sample

- culture

- foley catheter insertion/removal

- simple dressing

- PTBD등 drain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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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rotocol>

 본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복강경담낭절제술 환자의 경우, 인턴이 일

차적으로 환자를 맡아 진료하게 된다. 수술전, 수술후 처치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preOP evaluation

1) preOP lab은 모두 check한다.(일반적인 혈액검사는 3개월 이내)

2)  LFT; total/direct bilirubin상승, r-GTT 상승, ALP 상승 소견 등 

3) LGP US

- GB stone 크기 및 개수

- GB wall thickness정도

- GB polyp 유무 및 malignancy 가능성

- CBD stone 및 liver나 pancreas의 이상유무

4) Biliary GB-CT; CBD 및 동반 기관의 이상유무를 파악한다.

5)  ERCP;  CBD stone이 의심되면 ERCP를 시행하여 수술 전 CBD 

stone을 제거 후 수술 시행한다.

2. PreOP #1

1) 입원

2) MNNPO

3) Prophylactic antibiotics skin test; Cefazedone

4)  수술 동의서 작성-CBD injury 시 hepaticojejunostomy 가능성 설

명, permanent Bx확인 시 malignancy가능성(고령일 경우 강조)

3. OP day

1) preOP order

- V/S q 8hrs

- BR

- NPO

- Send to OR with chart on call

- [수술전 항생제 대상]

- [수술전 항생제, N/S 50cc에 mix하여 달아만 주세요]

- Famotidine 20mg + NaCl 0.9% 50cc mix IV bid

- Hartmann sol 1L 40cc/hr IV -> on call시 120c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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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K1 5% 1L 80cc/hr IV -> on call시 stop

- Cefazedone 2g + NaCl 0.9% 50cc mix IV 

2) postOP order

- V/S q 4hrs

- BR with SFP

- NPO

- I/O check q 8hrs

- C/H, D/B, A/C

- O2 5L/min for 4hrs via FM

- Self voiding 확인해 주세요

-  Self voiding 한 후 bladder scan으로 RU check -> RU 300cc이

상시 nelaton cath. 시행.

-  회복실에서 올라온 후 3시간 이내에 self voiding 못할 경우 

bladder scan 후 notify해 주세요

- Famotidine 20mg + NaCl 0.9% 50cc mix IV bid

-  Dextrose 5% 1L + NaCl 80mEq + multivitamin 5ml 0.5V mix 

IV 80cc/hr

- Hartmann sol 1L 40cc/hr IV

- Acetylcysteine 300mg 1A IV bid

-  [prn] Pethdine 50mg + NaCl 0.9% 50cc mix -> pain시 

confirm후

- CBC, chemistry profile postOP f/u

■  Post OP후 voiding 유무는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환자가 voiding 못

하면 병동에 있는 portable bladder scan으로 RU를 check하고 RU

가 300cc이상일 때 nelaton cath.로 urine을 제거해 bladder를 비워

준다. 이후 voiding이 충분하지 못하고 RU가 계속 많이 남으면 foley 

cath.를 insertion하여 bladder를 충분히 쉬게 해 준다.

■  Cholecystectomy후 CBC로 Hb check후 postOP bleeding을 확인한

다. 또한 chemistry에서 bilirubin을 확인하여 CBD injury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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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D#1

1) 퇴원.

2) Pain control은 oxycodone 5mg 1T로 조절한다.

3) 퇴원 전 CBC, electro, chemistry check하여 확인한다.

4)  아침에 물부터 시작하여 점심 죽 진행 후 잘 먹으면 오후에 퇴원 조치

한다.

5)  퇴원 시 1주일 뒤 외래 잡고, 외래 진료 전 검사로 CBC, electro, 

chemistry, CRP, amylase/lipase를 check한다.

6)  퇴원약으로 oxycodone이나 MypolⓇ 과 소화제(beszyme)를 적당량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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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인턴 수련 지침서

I.	수련	목표

1. 일반목표:  일반의로서 알아야 할 흉부외과 영역의 기초지식을 습득하

고 환자의 수술과 수술 후 진료에 참여하여 질환의 이해 및 

실질적 경험을 쌓는다.

2. 구제척 목표

1)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참여하여 질병의 이해와 치료방향을 이

해한다.

2) 병동내의 Procedure을 경험하며 술기를 바르게 익힌다.

3) 수술환자의 필요한 수술 전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

4)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의 방법과 개념을 이해한다.

II.	기본	근무	지침

1. 인턴의 구성과 과내 구성

1)  General thorax 와 Cardiovascular surgery 에 각각 3명씩 배정된다.

2) General thorax 는 교수님별로 배정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심영목 교수님 : 1명 

- 김진국 교수님 & 최용수/김홍관 교수님 : 1명 

- 조재일 교수님 & 조종호 교수님 : 1명

3) Cardiovascular surgery는 part별로 배정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 Coronary and Aorta disease : 1명

- Valvular disease                : 1명

- Congenital heart disease     : 1명

2. 근무시간 및 당직

1) 근무의 시작은 각 part 별 아침 회진 준비로 시작한다. 

2)  각 part 별 수술이 끝나고 저녁 회진이 끝나고 내일 수술준비가 끝

난 경우 당직을 제외한 이는 퇴근한다.

3)  당직인 경우 병동의 primary call 및 기본 술기를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시 반드시 당직 resident 에게 notify 한다. 

4)  Cardiovascular 인턴의 경우 응급실의 당직 primary call 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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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자의 담당 교수님 part resident에게 환자에 대해 notify 한다.

5)   주중의 시간에는 수술 전 lab 확인, 수술 후 환자의 dressing 및 

chest tube remove, 교수님 회진 및 conference 참여 등 이하 진

료 지침에 따라 근무한다.

6)  흉부외과 conference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III.	기본	진료	지침	

1. 수술 전 환자 평가 및 준비사항 

1) 업무의 정의:   전신마취 및 수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위

험도를 사전에 평가하며 수술 예정환자에서 술 전 필

요한 준비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목적:   외과환자의 술 전 검사를 통해 기본지식과 기본술기를 습득한

다.

3) 내용

-   Pre op lab, CXR, ECG, PFT, Bronchoscopy, CT, CAG을 

시행한다. (검사 permission 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받는다)

-  비정상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resident 및 교수님과 상의하여 

수술 전 consultation 및 management을 한다.

-  CXR 및 ECG 등 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술 전 미리 

판독의뢰 한다.

-   수술 예정인 환자에서 수술 전 항생제 및 fluid order, 수술부

위 표시 및 검체 slip 작성, pre op. lab 출력을 한다.

2. 병동 회진

1)  업무의 정의:  수술 후 병동환자의 변화를 파악하고 회진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다.

2) 목적:  수술 후 병동환자의 management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주치의로서의 치료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3) 내용  

-  회진 전 병동에서 환자의 Vital sign/ lab/ CXR/ tube 

drainage/ 전날 Event/ 추가 검사 결과 및 외과병리검사 결

과를 미리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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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또는 resident에게 특이 사항을 notify 한다.

-  Station 회진 후 환자 방문시 동행하며 미리 환자위치를 파악

한다.

-   회진 후 변경사항 및 추가 치료 등에 대한 order 및 consultation

을 시행한다. 

3. 수술방

1) 업무의 정의:  수술방에서 나오는 검체를 접수하고 필요시 수술에 참

여한다.

2) 목적: 수술에 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내용

-  수술 후 나오는 외과병리 검체 및 진단 검체를 분실 되지 않도

록 적절히 접수한다.

-  수술 field 참여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field 밖에서도 수술내

용을 관찰한다. 

4. 수술 후 환자 관리

1) 업무의 정의:  수술 후 환자의 상처를 매일 확인하고 배액관의 연결

상태 및 양 을 확인하며 불필요한 경우 제거하는 술기

를 시행한다.

2) 목적:  외과 상처와 배액관 관리 방법을 습득하고 개념을 이해한다.

3) 내용

-  수술 후 2일부터 상처를 개봉하고 매일 포비돈으로 소독한다

-  배액관이 있는 곳은 배액관 제거 전까지는 occlusive 

dressing 을 원칙으로 한다.

-  소독시 상처 감염여부를 확인 후 이상소견이 있으면 즉각 

resident 에게 notify 하고 지시에 따른다.(redness, pain, 

discharge, dehiscence 여부) 

-  배액관의 경우 회진마다 지식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거하도록 한다.

- 흉관의 상태(disconnection)여부를 확인한다.

-  환자의 stitch out 여부는 각 part 인계장의 protocol을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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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nd problem 이 있는 환자의 stitch out 여부는 반드시 

resident 에게 confirm 후 시행한다.

5. 퇴원 환자 관리

1) 업무의 정의:  퇴원 환자의 dressing 및 추후 퇴원약 및 외래진료를 

수행한다.

2) 목적: 주치의로 퇴원 환자의 교육을 시행하여 개념을 습득한다.

3) 내용

-   퇴원 전 환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sitch out 여부를 

결정한다.

- Congenital heart의 경우 steri strip 을 교체하며 확인한다.

- 환자의 다음 외래진료 및 진료전 검사 order 한다.

- 퇴원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참석해야 할 conference 

장소 시간 내용

General
Thorax
part

암센터 6층 
회의실 
(화요일 9층회의실)

월화수목
7:30 am  

Pre op 환자 CT/ PET 
Post op 환자영상 review 

수시변경
화 7am
목 5pm

IM3/IM6/Pathology/Radiation 
therapy/TS 논의

Adult 
cardiac
part

외래 4층 회의실 화 5pm Adult valve conference 

수시 변경 금 5pm Adult heart conference 

영상의학과 회의실 목 7:30am Vascular conference 

Congenital  
cardiac 
part

8층 소아과 의국 월 7:30 am 병동환자 review conference 

수시변경 목 5:30pm Pre op 환자 conference 

의국회의

암센터 B2 중강의장 1,3주 금요일 통합 의국회의 + seminar

암센터 B1 중강당2 2,4,5주 금요일
General Thorax part 의국회의
+ 저널발표

본관 B1 중강당2 2,4,5주 금요일 Cardiac part 의국회의

17층 의국 매주 수 Cardiac part 저널발표

IV.	Part별	지침서

1. Lung and mediastinal dia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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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st CT 

(1) Risk 

①  pregnant women or if there is any possibility that 

they are pregnant. 

② breast-feeding.

③ serious allergic reaction to contrast materials

④ renal failure

(2) Process

① 검사처방 및 예약:  검사 처방시 전산 예약한다.(당일 검사

가 필요한 경우 직접 전화)

- Chest Routine CT: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코드

- Chest CT, SPN study: slice 간격이 routine 보다 작음.

- Chest CT, metastasis: 조영제 사용하지 않음. 

- Chest CT, Lung cancer: adrenal level 까지 볼 수 있음.

② 검사준비 

- 검사 전 6hr NPO order: 오전 검사일 경우 MNNPO

                                                   오후 검사일 경우 조식 후 NPO

- IV route 확보(18G): 필요시 fluid 처방을 할 수 있다.

③ 주의 

-  Serum Cr 이 상승한 경우 충분한 hydration 후 시행하거

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

-  조영제 side effect 가 Hx.가 있는 경우 side effect 의 경

험의 양상이나 정도에 따라 Avil ivs 후 시행하거나 조영제

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 

-  Abdomen peclvic CT 계획이 있는 경우 chest CT를 먼저 

시행하거나, AP-CT 후 dye 가 충분히 배출 된 후 시행해

야 한다.

2) PET- CT

(1) Purpose 

① To assess tumor aggressiveness

② To monitor success of therapy

③ To detect early any recurrent tumors

④  To provide a whole-body survey for canc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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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have spread

⑤ To identify benign and malignant growth

(2) Process 

① 검사 예약 및 입력 

- 검사 처방 후 전화 예약

- 검사 처방 :  Fusion Torso F-18 FDG

② 검사준비 

- 12시간 NPO:  검사실에서 특별히 NPO time 언급 없으면 

MNNPO 한다. 단, 첨가물 없는 생수는 먹

을 수 있다.

- Fluid order:  Dextrose free fluid(NS, half NS 등) 

10~20gtt  IV 

3) Bronchoscopy

 (1) The absolute contraindication

① Uncorrected bleeding diathesis (INR > 2.0)

②  Nonreversible hypoxemia with an PaO2 that cannot 

be corrected to at least 65mmHg with supplemental 

oxygen (Saturation < 90%)

③  Acute hypercapnia with a resting PaCO2 above 

45mmHg

④ Serious cardiac arrhythmia

⑤ Recent MI (within six weeks)

 (2) process

① 검사 예약 및 schedule 입력

- 암센터:  IM3 consult → 검사 당일로 검사 처방하면서 전

산 예약 

② 검사 입력

-  Bronchoscopy Test + 수면 기관지내시경

: 가장 기본적인 코드

- Bronchoscopy and BAL, TBLB + 수면 기관지내시경

:   BAL, TBLBx는 환자의 병변과 상태에 따라, IM3와 미

리 상의해야 하며, 어떤 부위에서 검체를 얻어, 무슨 검

사를 의뢰할지 미리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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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 준비

-  chest PA, CBC, BUN/Cr, AST/ALT, PT/aPTT, EKG, 

PFT 유무 확인.

-  검사 전날 MNNPO order 단, bronchodilator나 anti-

hypertensive drug은 새벽 4시경 물 소량과 함께 투약.

- fluid order:  DNK2 혹은 NS 1L  10gtt/min로 iv (20G 

이상 IV route 확보)

- 검사동의서를 받는다. 

④ Premedication order

- 60세 미만이고 체중이 50 kg 이상

Pethidine 50mg(1A) IM on call

Atropine 0.5mg(1A) IM on call

-  60세 이상, 50kg 미만, CCr < 50ml/min, 간기능 이상 

(OT/PT > 100U/L 또는 T-bilirubin > 1.5 mg/dL)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Pethidine 25mg(0.5A) IM on call

Atropine 0.25mg(0.5A) IM on call

▶ 투여시 주의를 요하는 경우 ◀

부정맥 또는 동반된 심장, 심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 대해

IM3 fellow와 상의해야 하고, IM3 fellow가 환자 상태 파악 후 remedication

사용량을 결정하여 consult reply에 기록한다.

⑤ 검체 입력 및 의뢰: 병리 slip과 함께 병리과 접수

- Bronchial biopsy

:  BP1A01 생검 및 소기관절제(검체코드 P12 Bronchus)

의심되는 병변에 따라 특수염색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 Bronchial washing

: AFB S/C, TB-PCR과 Cytology.

의심되는 병명에 따라 Gram S/C, Fungus culture 등

을 추가로 의뢰

⑥ post bronchoscopy orde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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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chest X-ray f/u (특히 biopsy 시행한 경우)

- NPO 해제 시간 확인 (일반적으로 3-4hr 후 해제)

4) PCNA & gun biopsy

(1) Inditcation

① undiagnosed chest wall lesion

② undiagnosed pleural masses

③ undiagnosed lung lesion

(2) Contraindication

①  uncontrolled bleeding disorders and coagulopathies

② the inability to tolerate a pneumothorax.

(3) Process

① 검사 예약  

영상의학과 흉부 판독실 consult 

② 검사준비 

-  C-CT 유무 및 PT/aPTT 확인: 반드시 C-CT 가 있어야 

검사 가능함.

- 6시간 NPO: 주로 오후 검사이므로 조식 후 NPO 한다.

- 20G 이상 route 확보

③ 검체 입력: 병리 slip과 함께 병리과 접수

- Biopsy 시행(Formalin 용기): 생검 및 소기관 절제[P36]

-  Aspiration 시행(slide가 담긴 용기 & syringe) : FNABC 

& C.B(임상시술)

④ 검사 후 → 4hr ABR 및 chest PA f/u 

- Pneumothorax:   필요에 따라 O2 therapy 또는 catheter 

(arrow, troche, C/T)를 Insertion 할 

수 있다.

- Hematoma 확인: BTS, bleeding 양상 확인

5) brain MRI

(1) Purpose

Adenocarcinoma 일 경우 brain metastasis 여부 확인 위

해 반드시 시행한다.

그 외에는 brain meta or 기타 infarction 등의 problem 이 

의심될 경우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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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① 검사 예약 및 처방  

brain(pre & post contrast) MRI 를 입력하고 전산예약

보통, 매월 마지막 날에만 예약이 되며, 급한 순서에 따라 검

사실에서 부른다.

따라서 comment 에 메모 남기고, 급한 경우 전화 confirm 

받는다.

② 검사준비

20G 이상 route 확보 

6) Pulmonary function test

(1) PFT

① Diffusing Capacity(DLCO)

a test of the integrity of the alveolar-capillary surface 

area for gas transfer.

⇒ low FEV1(<1.5) 혹은 Underlying disease(eg. IPF, 

UIP …) pt. 의 lung function 확인 시 중요함.

② Lung volume

-  obstructive diseases의 경우: demonstrate air 

trapping and hyperinflation.

essentially normal but flow rates are impeded

FEV1/FVC - often low

Ex) asthma or COPD

- restrictive diseases의 경우 : volumes are decreased

FEV1/FVC - often in a normal range (0.8 - 1.0)

Ex) pulmonary fibrosis

③ Post Bronchodilator F/V Curve

: important part in diagnosing asthma versus COPD.



인턴 진료지침서176

▶ Bronchodilator response◀

-  % change of FEV1 >12% &actual increase of FEV1 >200ml : positive 

response

-  % change of FVC >12% &actual increase of FVC >200ml in the 

abscence of 3-1) : positive response (isolated volume response)

(2) LPS(lung perfusion scan)

① Purpose 

폐내의 가스분포와 혈류를 측정하여 환기와 관류간의 조화 

여부를 평가PFT 상 pre-op risk 높거나 pneumonectomy 

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검사하여 post op  lung 

function evaluation 함.

② Indication 

-  Pneumonectomy

→ prof. 심영목 : FEV1 2.5 이하일 경우 시행

    prof. 김진국 & 최용수 & 김홍관 : must → NTM or pul. 

Tb.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시행

-  low FEV1(<1.5)

③ 검사 입력 및 예약

-   검사당일 ‘lung perfusion scan’ 입력하고 핵의학과에 전

화 예약

-  화요일, 목요일에만 검사 가능함.

④ Estimate

post op risk = ppo-FEV1 or ppo-DLCO x perfusion량

(for remain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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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ophageal disease

1) Chest CT : Lugn cancer staging work up의 Chest CT 참고

2) PET- CT : Lugn cancer staging work up의 PET CT 참고

3) EGD 

(1) Purpose :  Esophagus & stomach 내부에 병변 유무를 확

인 및 tissue confirm 위한 biopsy 시행

(2) Process

ⅰ 검사 입력 및 예약

- 해당 검사 당일에 esophagogastroduodenoscopy를 입력

- 검사실에 전화 예약.

-  Push를 할 경우에는 consult 를 먼저 작성하고 검사실에 

연락한다.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fellow or staff 에게 직

접 confirm 받는다.

ⅱ 검사준비

-  8시간 이상 NPO : 보통 오전에 시행하므로 MNNPO order

-  수면 내시경을 원할 경우 의식하 수면 내시경 동의서를 받

는다.

ⅲ 검체 입력 :  생검 및 소기관 절제 → 병리 slip과 함께 병

리과 접수

ⅳ post procedure 

-  gag reflex 돌아오면 oral intake start (보통 1-2시간 이후)

(3)   EUS 검사가 예정된 경우 EUS 검사 시 동시에 검사 가능함. 

→ 검사실에 미리 알린다.

4) EUS

(1) Purpose : Pre-op staging 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Contraindication

ⅰ   Upper or lower GI tract에 severe inflammation로 인

한 perforation 위험성

ⅱ  cardiovascular problem으로 인하여 통상의 내시경 검사

가 불가능한 경우

(3) process

ⅰ 검사 입력 및 예약

-  IM1 consult → reply 오면 검사 처방 입력 후 소화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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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실에 전화 예약.

- 검사 처방 : ‘miniprobe (상부 췌담도)’

ⅱ 검사 준비

- MNNPO order

-  Permission :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하 수면 내시경 동의서를 받는다.

ⅲ post procedure

-  1-2시간 NPO 유지 후 gag reflex 있으면 oral intake 

start

5) Esophagography

(1) Purpose 

: evaluat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abnormalities of 

the esophagus

(2) Process

ⅰ 검사 예약 및 입력

- ‘esophagography’ 입력 후 전산 예약

-  급하거나 검사 일정 앞당겨야 할 경우 : 투시 조영실에 

consult 후 전화 confirm 

ⅱ 검사준비

- MNNPO 처방

ⅲ 검사 후

-  가능한 oral hydration 많이 하도록 한다. : because dye 

retension

6) Colonoscopy

(1) Purpose

Evaluation for patient who need interposition of colon 

because gastrectomy (d/t stomach cancer), previous 

gastrectomy, caustic stricture with damaged stomach

(2) Process

ⅰ 검사 입력 및 예약

-  IM1 consult → reply 오면 검사 처방 입력 후 검사실에 

전화하여 예약한다.

- 검사 처방 : colonoscopy(c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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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준비

- 전날 석식 가볍게 식사 후 MNNPO

-  bowel prep  :  colyte 4ℓ - 오전 검사할 경우 전날 저녁에 

복용

오후 검사할 경우 당일 9AM 이전에 모두 복용

prn) 당일 bisa 2EA support

-  IV route (20G-18G) ⇒ Rt. Arm

-  permission(대장경 의식하 시술동의서)

7) SMA & IMA

(1) Purpose

:  interposition of colon 이 필요한 환자의 blood supply 

Evaluation of colo

(2) Process

ⅰ 검사 예약 :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 consult 

ⅱ CBC, PT/aPTT 확인 : PLT 50k 이상, PT 50% 이상

ⅲ MNNPO order

ⅳ IV route(Lt arm), fluid order

ⅴ Skin prep(Rt inguinal site)

ⅵ 동의서 작성

ⅶ DPP 확인

ⅷ Post procedure

- 8hr ABR

- oral 또는 IV hydration

- DPP 및 puncture site check(bleeding, hematoma 등)

- puncture site sandbag apply

- puncture site leg flexion 금지

8) Bronchoscopy  → upper or mid esophageal lesion일 때 시행

9) Jejunostomy feeding schedule

(1)  3-field and Ivor Lewis op 등 경구 영양이 부적절한 경우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2)  POD 2일경부터 clamp 한다. (이전까지는 natural drainage)

(3)  심영목 교수님 Part : NS 200ccid → half nutrilan 200cc 

tid → nutrilan 200 cc tid  → Nutrilan 300cc tid (용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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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다.)

(4)  환자가 oral diet 가 가능한 경우는 J-feeding 은 줄이거나 

멈춘다.

(5)  환자가 설사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담당 resident 와 

상의한다.

(6) 제거하기 전까지는 occlusive dressing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 교수님이 외래에서 필요시 제거하므로 퇴원까지 뽑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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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diovascular surgery

1) CAG

(1) CAG CD를 챙겨서 TSICU에 갖다 놓는다

(2) 이하의 경우 CAG 다시 시행한다. 

① 6개월이 넘거나 view가 안 좋을 경우

② 가지고 온 영상이 동영상이 아닐 경우

③  시행 전날 3-4시까지 CAG sheet 작성하여 16E에 전달  

(시행 4시간 전부터 NPO) 

④ femoral prep. Both 로 시행한다. 

2) carotid duplex scan(BS7001, tel: 3471)

(1)  ICA & IMA & SCA 확인하여 이상 소견있거나 IMA<0.2 미

만도 반드시 보고. 

(2) ICA stenosis CEA indication 

- symptomatic인 경우 >50%

- asymptomatic인 경우 >75%

(3)  GS 김영욱, NR 김경문 선생님께도 반드시 협진하여 joint 

op 가능성 확인한다 

(4)   bilateral ICA stenosis>30% 이상인 경우 pre 혹은 postop 

GS 김영욱 선생님 협진하여 반드시 추후 opd f/u 하도록 한다. 

3)  2D Echo(BS2231, tel: 2733), f/u Echo(BS2221, 6개월 미만 재

시행시)

(1) LVEF, LVIDd, LVIDs, LA, Ao 확인한다.

(2)  Valve abnormality & septal defect & pericardial 

effusion 등 이상소견 확인하다.

4)  Brain MRI+MRA(pre-post contrast)+perfusion(tel:2551)

(1) stroke Hx. 있는 환자는 NR 협진한다.

(2)  ICA stenosis 동반된 stroke 환자인 경우도 brain check 후 

NR 협진의뢰 한다.

(3) 이전에 찍었던 영상은 ROF  내린다.

5) Extremity duplex scan & ABI(tel: 3471)

(1)  underlying DM 있으면서 상하지 BP>30mmHg 차이 나는 

경우 시행한다. 

(2) 이상시 GS Vascular surgery part 협진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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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orta non-contrast CT (tel: 2555)

(1)  Cr>1.2, age>60세가 하는 preop CT check up 으로 pre op 

aorta calcification 유무를 확인코자 한다. 

(2)  Contrast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npo & permission 필요없

고 적어도 수술전날까지는 CT 판독을 받아야 한다.

(3)  “comment: CABG 예정으로 aorta calcification 의심되어 

검사 의뢰 드립니다.”라고 적는다.

cf> thoracoabd. Aorta CT angiography (RC3252, tel: 

2555);  GEA를 쓸 예정인 환자들은(예. redoCABG) aorta 

non-contrast CT 대신 찍는다.

“comment:  CABG 예정으로 GEA patency 확인 바랍니다.” 

라고 적는다.

→  조영제 쓰니까 permission 필요함 ; 컴퓨터단층(흉부)검

사 동의서

7) TCD(routine, tel 1468)

(1)  CEA를 시행한 경우 GS에 물어봐서 postop 검사해야 하는

지, aspirin외에 추가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지 반드시 물

어봐야 한다. 

(2)  대 체 로  P O D # 3 - 4  T C D ( r o u t i n e )  혹 은  b r a i n 

MRA(perfusion)를 해서 emboli monitoring을 한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GS에 confirm 받는다. 

8) MBS(modified barium swallow test, tel: 2735)

(1)  L-tube feeding-> oral diet로 전환하는 경우 silent 

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2) 신경과 서미경 선생님께 협진 의뢰한다. 

(3)  결과를 확인받는 즉시 rec.한 사항을 시도하고 aspiration되

는지 확인한다.

9) Warfarin 투여 Ix.

(1) CVA Hx.: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2) CEA(carotid endarterectomy) op

혈관외과와 synchronous op 진행한 경우 

(4) 이전에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

(5) Valve op:  mechanical valve던 tissue valve던 일단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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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는 투여하고 외래에서 교수님이 복용유지여

부 결정.

10) Valve 의 종류

Mechanical
(POD#5 에 echo + fluoroscopy)

Biological
(POD#5 에 echo 만 시행)

medtronic hall

omniscience

carbomedics

duromedics

edwards mira

sorin(slimline)

on-x

SJ medical

blork shiley

starr edwards

ATS

C-E

C-E magna

lonescu-shiley

SJ biocor

SJ epic

hancock 

free style

edwards prima

 

V.	기본술기

1. Chest tube 및 bottle management 

1) Chest tube dressing 

daily & closed dressing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수

차례 시행할 수 있다. Oozing이 심한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에

게 notify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대한 

dry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흉관 제거(remove) 및 withdrawal 

(1) purse string suture 이 있는 흉관 제거 

ⅰ skin에 고정하기 위해 suture 해둔 실을 끊는다. 

ⅱ  말려있는 purse string 을 푼 다음 한번 tie 를 해두고 관

을 좌우로 돌려 adhesion 이 없는 지 확인한다

ⅲ  왼손에 거즈를 대고 관 삽입부 위쪽을 지긋이 누른 상태에

서, 환자에게 숨을 들이 마신 뒤 참으라고 한 뒤 오른손으

로 관을 smooth 하고 재빠르게 뺀 다음 왼손은 30초 정

도 compressio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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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속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tie 한다.

ⅴ tie 후 환자에게 숨을 내쉬라고 한다.

ⅵ occlusive dressing

ⅶ f/u chest X ray

ⅷ  흉관 제거 후 chest bottle은 세정실에 갖다 놓고, 간호사

에가 drain 양 확인하라고 한다.

ⅸ  Chest tube remove후에는 48시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dressing change하지 않으며 이 후는 open 

daily dressing 시행한다.

(2) purse string suture이 없는 흉관

ⅰ skin에 고정하기 위해 suture 해둔 실을 끊는다.

ⅱ  왼손에 거즈를 대고 관 삽입부 위쪽을 지긋이 누른 상태에

서, 환자에게 숨을 들이 마신 뒤 참으라고 한 뒤 오른손으

로 관을 smooth 하고 재빠르게 뺀 다음 왼손은 30초 정

도 compression 한다.

ⅲ  바셀린 거즈로 덮거나 (김진국 교수님)

skin edge 를 잘 맞추어 stapler 로 stapling 한다. (이영탁 

교수님)

ⅳ occlusive dressing

ⅴ f/u chest X ray

(3) 흉관 withdrawal (김진국 교수님)

ⅰ 메탈 D-set 준비

ⅱ  장갑 끼고 포셉으로 관을 잡고 실을 환자쪽으로 밀면서 관

을 당긴다. 이 때 관을 좌우로 왔다 갔다 당기면서 빼면 더 

쉽게 당겨진다.

ⅲ  흉관에 8cm이라고 인쇄된 숫자가 나오면, 그 이상 뽑지 

말고 더 뽑을지 주치의와 상의한다.

2. Wound dressing

1)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POD #1까지는 open & dressing 하지는 

않는다. 

POD #2부터는 open dressing을 기본으로 하며 이후 daily 

dressing 시행한다. (oozing이 있을 때만 closed dressing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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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는 medix 및 guaze 로 덮지 않는다. 하지만 chest 

tube site 는 occlusive dressing 이었음. 이상 소견 발견 시는 

지체하지 말고 주치의에게 알린다.)

2) VAC dressing 

(1)  Superficial wound infection 시 Granulation 촉진 및 

discharge drainage 목적으로 시행한다.

(2) 담당 resident가 주로 시행하며 인턴은 assist 을 하도록 한다.

(3) 준비물 

: Incision set, sponge, Iovan, 일자 connector, suction 

line, chest tube     

(4)  기존의 VAC 을 제거 후 wound 확인 후 동일한 방법으로 교

체하고 suction 을 걸어둔다.

3) Eloesser wound dressing

①  Pneumonectomy 이후 empyema생긴 경우 drainage 와 

소독의 목적으로 rib을 일부 제거하여 창을 내는 수술을 

‘Eloesser수술’이라고 정의한다.

② 준비물 :  roll gauze, long forcep or Kelly, 중공, 0.5% 

phobidone 용액

③ 순서

ⅰ 기존의 dressing 을 제거한다.

ⅱ 안에 있는 roll gauze제거한다.

ⅲ  피부 주위를 포비돈 ball 로 깨끗이 닦고 중공을 덮어 무균

부위를 확보한다.

ⅳ  roll gauze에 포비돈 용액을 묻혀 물기를 제거한 다음 

long forcep등을 이용하여 빈 공간에 채운다.

ⅴ 다시 occlusive dressing한다.

ⅵ  소독 중 채우기 전 환자에게 기침을 유발하여 BPF 

(Bronchopleural fistula) 여부를 확인하여 기침 새는 소

리가 들리거나 이전보다 diacharge 늘거나 양상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담당 resident 에게 notify 하여 확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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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utine Stitch Out Schedule

1) Thoracotomy  : POD#7 half, POD#8 full

2) Laparotomy :  POD#8 stapler제거(half), POD#9 stapler 제거

(full)

   POD#10 half, POD#11 full

3) Cervical wound : POD#5 half, POD#6 full

4) Sternotomy : POD#4 half 시행 후 퇴원 시까지 유지한다. 

   나머지는 외래에서 remove

4. Minocycline pleurodesis (Airleakage patient)

1) 교수님 혹은 주치의의 order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시술을 한다.

(밤에 시술하지 말기)

2) 순서

① minocycline 6C(300mg), lodocaine 을 처방한다. 

②  minocycline이 병동으로 올라오면 dextrose 5% 150ml에 

minocycline을 녹인 용액(미리 dextrose 5% 50cc에 녹여둠)

을 섞어서 200ml minocycline 용액을 만든다.

③  lidocaine 2% 20ml 0.5V를 NaCl 0.9% 40ml와 섞어서 

50ml를 만든다.

④  chest tube를 keep suction한 상태에서 (clamping하면 절대 

안 됨! Tension pneumothorax 발생), bottle을 폴대 위에 

걸어둔다.

⑤  chest tube의 노란 고무 부위를 aseptic dressing한 후, 준비

해둔 lidocaine액을 infusion하여 pleura 안에 넣는다.

⑥  환자에게 정해진 6가지 position(병동에 간호사에게 position 

설명서 달라고 함)을 5분씩 취하게 한다.

⑦  준비해둔 minocylcine액을 infusion하여 pleura 안에 넣는다.

⑧  환자에게 정해진 6가지 position (병동에 간호사에게 

position 설명서 달라고 함)을 5분씩 취하게 한다.(총 2회)

⑨  끝나면 chest bottle을 폴대에서 내려놓되, keep suction을 

유지한다.

즉, lidocaine infusion 후 5분씩 6 positions(30분) + 

minocycline infusion 후 10분씩 6 positions 2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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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20분)하면 모두 150분 걸린다.

⑩  시술 전에 진통 위해 pethidine 0.5~1V 투여할 수 있으며, 

시술 후 밤에 fever 발생 시 ketorolac 0.5~1V 투여할 수 있다. 

⑪  시술 직후 환자의 v/s에 변화가 없는 지, mental change 없

는 지 잘 확인하여야 한다. 

5. 기타 procedure

:  Enema, CIC, Foley insertion, ABGA, culture등 기본 인턴 술기

는 시행한다. 

VI.	평가	항목	

1.  총 100점 을 기준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Chief resident가 매월 채점한다.

2. 평가 기준은 이하와 같다.

1) 업무처리 능력 (70%)

(1) 회진의 참여도 및 각종 conference 출석여부

(2) 환자의 기본 dressing 술기 및 흉부외과 술기 능력

(3) 수술 준비 과정 및 검체 처리의 정확도         

2) 인성도 (20%)

(1) 성실성 여부를 각 part resident 가 판단함.

(2) 업무에 대한 적극성 

(3) 환자를 대하는 태도 및 주의 관련 직원과의 융합성

(4)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     

3) 지적능력 (10%)

(1) 흉부외과 기본 질환 및 치료에 관련한 지식 습득 정도

(2) 기초의학 지식 정도

(3) 흉부외과의 수술에 대한 이해 정도 





2014년 인턴 진료지침서

13.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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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인턴	수련목표

1.  일반의로서 알아야 될 정형외과 영역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의 

진찰, 수술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다. 

2. 인턴으로서 인계된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3.  환자와 다른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의사로서의 리더쉽을 기

르고 함양한다. 

II.	구체적	목표

1. 수술 전 환자의 평가

1) 주치의를 도와 환자의 수술전 환자의 전신 상태를 체크한다.

2) 필요한 검사의 결과를 챙긴다. 

3) 환자의 수술 적응증과 수술 방법을 배운다.

 

2. 수술장에서의 행동 지침.

1) Aseptic technique을 철저히 익히고 시행한다.

2) 각 파트별 인계 사항을 충실히 수행한다.

3) C-arm의 사용법을 숙지한다.

4) 수술 자료 및 병리 조직을 빠짐없이 챙긴다.

3. 수술 후 환자 관리 지침.

1)  주치의를 도와 수술 후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수술 후 검사를 관리한다. 

2)  수술 후 환자의 통증 및 출혈 양, 소변 양을 확인 하고, 수액이 적절

하게 들어가고 있는 지 확인한다. 

3) 주치의를 도와 수술후 드레싱에 참여한다. 

III.	기본	근무	지침

1. 정형외과 인턴의 구성 

1) 병동 인턴:  12동, 12서, 13동, 9서 및 각 층에 내원해 있는 환자의 

기본적인 문제를 일반의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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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파트: 슬관절 및 견관절 (관절경)

3) B 파트: 고관절 및 외상 

4) C 파트: 소아, 종양, 슬관절

5) D 파트: 척추 및 수부

2. 파트별 근무 지침서 참고 

3. 당직 근무 (인턴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Pm 6시 이전 모든 call: 병동 인턴

Pm 6시~자정: 각 파트 인턴

자정~am 6: 당직 인턴

주말: 주당, 부당이 함께 병동일을 한다.

Off:  실제로 주중에는 당직이 아니라고 해도 나가기는 힘들고, 토요일 

off면 금요일 밤에 나가서 일요일 아침에 돌아올 수 있다. 

IV.	기본	진료	지침

 별도의 파트 및 담당 교수님별 인계 지침서가 있으므로 참고 바람.

 

1. 일의 우선 순위  

APS call :  한번 부르기 시작한 날은 그방 수술 시작할 때 매번 부르는 

일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수술방 회복실 앞에 

있는 급성통증관리실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spinal 마

취할 때 monitor하고 position 잡는 일을 한다. 전화 받고 

바로 내려가서 옷 갈아입어도 시간 빠듯하니 call 오면 다

른 일 다 버리고 무조건 내려간다.

1) 주치의에게 notify 해달라고 한 검사들

EKG, X-ray 등등. 급한 건 verbal로 리딩 받고 직접 전화해서 

결과 말씀드린다.

2) 퇴원 드레싱

보통 퇴원 전날 간호사들이 미리 챙겨주는데, 퇴원 결정이 늦게 

나거나 하면 가끔 아침에 call 올 때가 있다. DSC나 수술방 들어

가는 날은 중간에 이거 한다고 나갈 순 없으니 저녁때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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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두자.

3) 그 외 급한 일: ABGA, EKG, 응급수술 preop. Reading 등

4) 오전 중에 해결하면 좋은 것: X-ray reading (모아서 가면 편하다)

5)   Routine dressing은 시간 날 때 천천히 하면 된다. 특히 illizarov 

dressing의 경우 오래 걸리므로 APS 등의 call 이 있는 날은 APS 

다 끝난 오후에 하자.

2. OP film copy 및 각종 study 챙기기 

1)  각 교수님 별로 다양하므로 별도 인계 노트를 참고 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 수술방

수술방 들어갈 때 상의 넣어 입고, 갖고 가야 할 건 PDA, 가위, 통플라

스터.

[방준비]

ABCPT, summery sheet, 융포, positioner는 car-in 전에 챙겨둬야 한다.

A:  Arm board. 한쪽은 붙여놓고, car 들어오는 쪽은 옆에 뒀다가 car 빼고 

바로 붙임

B: Bovie. 환자 table로 옮기고 적당히 draping 하기 전에 허벅지에 붙임

C: PACS. id는 BONE, pw는 BONEBONE. 환자 수술부위 사진 띄워놓기.

P:  Panty. 부직포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위에 통플라스터 붙여 만들어놓

는다.

T: Tourniquet. 말랭이솜+stochinet 한바퀴반 준비.

Summery sheet:  입원기록(병동기록작성으로 들어가 한 페이지씩 선택한 

후 S/S로 저장)을 summery sheet(전자차트-summery 

sheet)로 뽑아서 옆에 등록번호, 이름, 성별/나이, 진단

명, 수술명을 매직으로 크게 써서 수술방 벽에 자석으로 

붙여둔다. 단, 선생님들이 입원기록을 수술 당일 새벽에 

주로 쓰시기 때문에 전날 미리 뽑기는 쉽지 않음.

융포:  arm board에도 덮고 bolster나 axillary bar도 만들고 knee belt처

럼 쓰기도 하고 다용도. 방 안에 충분히 쟁여두자.

Positioner:  그냥 supine일 땐 필요 없지만 수술부위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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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er가 필요하다. THRA나 prone position은 아예 

table을 새로 갈아야 하고, lateral position은 kidney bar 2

개와 double arm board, knee A/S 는 lithotomy와 kidney 

bar, 깍두기와 헬리콥터 하나씩과 bolster, hand나 wrist 쪽 

수술은 hand table 필요하니 전날 미리 보고 잘 모를 때는 해

당 파트 인턴에게 미리 인계 받기.

C-arm:  쓰신다고 하면 c-arm order 내놓고 c-arm복 준비해서 방안/

방앞에 쌓아둔다. 파란색은 무거우니 갈색/보라색으로 잘 찾아

온다. 기계는 알아서 가져다 줌.

[Car-in]

 이만큼 준비를 해두고 환자가 도착하면 가서 수술부위 표시 확인하고 마취

과 선생님과 함께 들어간다. 환자 옮기면 잽싸게 car 빼고 들어가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monitor 붙이고 induction하고 line 잡는 등등의 일을 할 때 돕

는다.

 Monitor는 BP cuff 감고, saturation 붙이고, EKG 붙이는 순서로 하고, 

line을 잡으시면 opsite 준비했다가 붙여드리고, induction할 때 플라스터 

반으로 찢어서 준비해두고 mask 빼고 intubation하시면 mask에서 tube를 

빼서 연결해드리고, 청진하고 확인하시면 플라스터 드린다.

 Induction이 끝나고 환자 position을 잡고 나면 이제 draping을 할 때가 

된다. Table 위에 하나, 바닥에 하나 부직포를 깔고 선생님이 장갑 끼고 다

가오시면 팔/다리를 들어드린다. Elbow/knee 아래 부분만 일단 닦은 다음

에 소독된 stochinet으로 선생님이 손/발을 싸서 드시면 contamination 주

의하면서 나오면 된다.

 금요일 23번방은 인턴이 풀스크럽을 서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가서 손을 씻

고 들어오면 되고, 옷 입고 나서는 시키는 곳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수술	중]

 수술 중에는 간혹 frozen biopsy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미리 

order내서 바코드 뽑아서 슬립지에 붙여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검체 나오면 

바로 들고 병리과로 가야 한다. 보통 frozen 있다고 미리 말씀해주시니까 검

체 나오기 전에 회복실 가서 바코드랑 슬립지 준비해온다. 슬립지에 써야 하



정형외과 197

는 항목 쓰고 위에는 방 번호랑 교수님 성함까지 잘 보이게 써둔다. 병리과 

가져가서 frozen 왔다고 말씀 드리고 확인 후 돌아오면 잠시 후에 frozen 

결과를 방송(?)으로 알려주신다. Frozen 아니라도 biopsy는 많이 나오는데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지만 수술 끝나고 천천히 접수해도 되니까 눈치 봐서 

준비하면 됨.

• 수술장 촬영:  카메라는 C파트 인턴이 가져다 놓으니까 수술하다가 교수

님이 사진 찍으라고 하면 나와서 사진 찍는다. 

• c-arm 작동:  작동의 미숙은 수술을 지연시키고, 수술부위를 오명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한 후에 시행할 것, 

[car-out]

 수술 끝날 때쯤 skin까지 닫고 나면 dressing을 하는데, 다리 들어드리거

나 하면서 끝까지 돕다가 EB 감을 때쯤 가운 벗고 나와서 플라스터 준비해

서 붙여드리고, splint 잘라오라고 하면 막가위 가져가서 시키는 대로 잘라

오면 된다.

 Splint는 2번방 앞에도 있고, 23번방 옆 준비실에도 있음. 끝부분이 굳어있

어서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고 굳어있는 부분만큼 빼고 길이 

계산해서 잘라온다. 일단 그대로 갖다 드리고 빨아오라고 하시면 찬물에 빨

아서 꼭 짜서 들고 간다.

 다하면 막가위로 draping한 거 막 잘라서 뜯어내고 car 가지고 온다. Car-

out 할 때 post op. order (x-ray 등) 있는지 확인하고 회복실 가서 간호사

들에게 말해주고 order 낸다. 검체 나온 수술은 돌아가서 검체 접수하고 온다.

1. DSC

 월화수에 DSC 3번방에 들어간다. 수요일은 수술이 거의 없고, 월화에 심종

섭 교수님 수술, 유재철교수님 A/S나 기타 pin removal, biopsy 같은 수술

을 하게 된다. 스크럽은 잘 서지 않지만 수술이 워낙 짧아 turnover가 빠르

고 입원 환자가 아니라서 permission, 수술부위 marking, order등을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특히 검사 order 같은 건 퇴원

하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겨야 함.

 기본적인 방 준비는 본관과 동일(ABCPT)하지만, tourniquet 기계나 mini 

c-arm, A/S 기계 등도 쓰는 날은 우리가 직접 방에 들여놓고 꽂아놓고 켜

놔야 한다. 입원환자는 summery sheet 뽑아놓고, 아닌 경우는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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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수술을 설명해줘야 한다. 위험 및 합병증은 항상 그렇듯 출혈/감염/주위조

직손상/시술실패/재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사인 받는다. 받고 나면 환자 차

트에 끼워놓는다.

[c-arm]

 Pin removal, H/W removal 등은 c-arm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대개 

mini c-arm으로 해결되고, 그나마도 안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이런 수

술이 있으면 주치의 샘한테 확인하고 준비 한다. Mini c-arm도 order 내야 

하고, c-arm 복은 필요 없음. 갖고 들어와서 적절한 위치에 두고 플러그 꽂

고 전원 켜서 쓸 준비 해둔다.

[positioner]

 갱의실 반대편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에 있는 선반 맨 아

래칸에 있다. 헬리콥터랑 깍두기는 방안에 arm board 놓는 곳 옆 바구니에 

있음.

[car-out]

 수술 끝날 때쯤 들어가서 기웃거리다가 splint 잘라오거나 plaster 붙이거

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car를 들여오는데, 아이들은 몸부림치다가 다칠 수 

있으니 회복실에서 protector를 가져와서 car로 옮긴 후에 rail에 씌워야 한

다.

 여기도 post op. X-ray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역시 확인하고 car-out 시 회

복실에 말해준다.

 Order 아직 못 낸 게 있으면 order 내고 특히 병리검체나 culture 같은 검

사 퇴원 전에 order 내도록 주의하고 다음 수술 준비한다.

 x-ray나 검사 order는 재실, 약은 퇴실 order로 내야 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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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동일

[Dressing]

1. TKRA:   oozing 없으면 medix 6호, H/V site는 3호나 4호를 쓰고, 

oozing 있으면 gauze+flexifix. 무릎을 최대한 굽히고 붙여야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다.

2. THRA: 다리 사이에 베게 2개 끼우고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로 한다.

3. Illizarov:  D-set 준비해서 pin 박은 자리마다 베타딘 소독하고 tube 

guard 대주고 incision site는 gauze 대준다.

- 기본적으로 이전 상태와 비슷하게 해주면 된다.

-  Suture 안한 wound는 oozing 없고 딱지 생기면 더 안

해도 된다.

-  H/V removal site는 1주일 쯤이면 굳는다. Oozing 없

으면 medix, 막히면 안해도 된다. 

-  Oozing 있으면 aseptic하게 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쓰

기. 4*8 gauze 통째로 대고 compression 해서 flexifix 

붙여준다.

-  Stitch out은 대개 POD 2주에 한다. 환자들이 많이 물

어보니 적당히 대답해줄 것.

-  Bullae 생기면 needle로 터뜨려서 N/S 적신 gauze로 

soaking 후 메디폼 대준다.

- 주치의 dressing 도울 때는 D-set 준비

-  혼자 할 때는 깨끗한 wound는 povidone stick으로 해도 

된다.

-  가끔 stitch out을 직접 할 때가 있다. Staple remover

나 소독가위 가져가서 빼주고 medix 붙여주면 된다. (안 

붙여도 되지만 대개 환자들이 불안해하므로 그냥 붙여줌)

[Consult]

- PCA refill:  처음엔 파트 인턴이 협진 내므로 원래 냈던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된다. Permission은 새로 받을 필요 없고 협진만 다시 

내주면 됨.

- CPM:  무릎 운동하는 기구 사용하는 건데, REH 일반 선택하고 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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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EH 하면 나온다. 진단명 (대개 OA), 수술일, 수술명, 치료

부위(거의 knee) 쓰면 된다.

-  그 외 consult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내지만, 가끔 해달라고 할 때가 있다. 

대개 일반으로 해서 내주면 된다.

[각종	reading	받기]

- ECG:  심전도 찍었는데 기계가 abnormal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아무

리 괜찮아도 결국 reading을 내리게 된다. MICU 들어가서 왼쪽-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꽂아두는 곳이 있다. 급할 땐 방안으로 

들어가서 CCU 선생님께 verbal로 받는다.

- Chest X-ray:  흉부판독실에 꽂아놓고 나오면 된다. 급한 건 들어가서 

verbal로 받고, 5시 이후에 받아야 하는 X-ray는 복부/

비뇨기 판독실 전화기에서 888-050-2530* 호출하면 당

직선생님이 전화하시니 OS 인턴이라 말하고 번호 불러드

린다.

- 두경부/근골격계(spine): 별관 지하3층에 판독실이 따로 있다.

V.	평가

1. 지적 영역 (10%)

임상적 정형외과학 지식수준

기초의학 지식수준

근무 기간중의 정형외과 관련 지식 습득량

수술 및 각종 기술 수기 기준

2. 인성 영역 (20%)

동료 및 의료관련 직원과에 대한 태도

상급자에 대한 태도

환자에 대한 태도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시에 순종하는 능력

정서적 안정도

성숙도

외모

도덕 및 윤리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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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영역 (70%)

1) Aseptic technique 수행 10%

2)  각 파트별 인계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를 각 파트의 4년차가 평

가함 20%

3) C-arm의 사용법을 숙지여부 10%

4) 수술 자료 및 병리 조직을 빠짐없이 챙겼는가 20%

5) 수술 후 환자 관리 지침을 충실히 수행 하였는가. 10%

평가 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지적 영역 (10점)

인성 영역 (20점)

업무 
영역

Aseptic (10점)

파트별 업무 
 수행 (20점)

C-arm 사용 
 (10점)

검체 및 자료 
 정리 (20점)

수술 후 환자 
 관리 (10점)

총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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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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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신경외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신경외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운다. 

 2.  타과 의사로서 또는 신경외과 전공의가 되어 필요한 신경외과적인 기

초 사항,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놓쳐서 안 될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이

론과 수기를 숙지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신경외과 입원 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 신경학적 신

체검진, 치료 등에 대한 관찰 및 실제.

2. 신경외과 수술 준비 및 수술의 실제

3.  신경외과 병동 환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검진, 술기, 

문제해결능력 함양

III.	근무지침

1.  출퇴근시간

정규 일과 시작 및 끝 시간은 6AM-6PM 이고, 응급 수술, 병동 및 수

술실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있음.

2. 업무장소

주로 본관 수술장 10, 11, 12, 25번 방, 본관 03N, 13E, 14E, 14W, 

15E 병동, 감마나이프센터이고, 경우에 따라 다른 수술장이나 병동을 

사용하기도 함.

3. 복장

수술복에 white coat를 단정하게 걸쳐 입으면 됨.

4. 당직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매일 7AM 에 당직보고를 하고, 그 날 정규 수술이 마무리 되면 당직교

대가 이뤄짐.

5. 각 분과 별 배정 및 순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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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파트 및 감마나이프센터로 나눠지고, 한 달 동안 해당 파트에

서 업무를 시행하게 되고, 개인적인 뜻을 파트 배정에 고려할 수 있음.

IV.	진료지침

1. 업무1:  신경외과 입원 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 신경

학적 신체검진, 치료 등에 대한 관찰 및 실제

1) 목적:  신경외과 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경외과 전공의 또는 

타과 전공의가 되어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

험을 쌓음.

2) 내용 :

(1) 인턴 기록 작성

(2) 신경학적 신체검진 시행

(3) 간단한 술기 직접 시행

wound suture, dressing, spinal tapping, ommaya 

reservoir tapping, main procedure 시행할 때 assist

2. 업무2: 신경외과 수술 준비 및 수술의 실제

1) 목적:  신경외과 수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술 준비 및 실제 과정

에 동참함.

2) 내용:

(1)  수술 전날 환자 general medical condition 에 대해 점검하

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 관련과 협진의뢰 등을 통해 최종 

수술장으로 들어가 수술을 받기까지 준비

(2) 마취 유도시 마취과 의사에 도움을 줌

(3) 수술 준비에 수술 보조의와 함께 주된 역할을 함

(4) 경우에 따라 수술에 직접 참여함.

(5)  환자 수술 후 중환자실, 회복실, 검사실 이동할 때 동반하며 

vital sign 확인 및 변화하는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3. 업무:  신경외과 병동 환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검

진, 술기, 문제해결능력 함양

1) 목적:  병동 환자가 호소하는 일상적인 불편감들에 대해 병력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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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를 파악하고,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나아가 치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2) 내용 

(1) 병동 환자에서 간단한 술기들 직접 시행

(2) 담당 주치의와 함께 생활하며 치료 과정에 참여

(3) 일부 단순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 역할 수행

4. 업무4: 감마나이프센터에서 환자 관리

1) 목적: 감마나이프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시술 전후 환자 care

2) 내용:

감마나이프치료 받을 시 활력징후, 의식 상태 등을 관찰

시술 시 교수님을 도와 치료에 직접 참여

5. 업무5: Conference 참여

1) 목적: 신경외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 유도 및 교육

2) 내용:

(1)  매주 금요일 conference 참여 및 부정기적으로 있는 각종 교

육, 세미나 등에 참여

6. 업무6: 임상연구 참여

1) 목적: 최신 신경외과 연구에의 참여 및 관심 유도

2) 내용 :

현재 본과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 및 기초 연구에 직접 동참

하여 연구에 이바지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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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절한 진료태도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2) 배우려는 자세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3) 의무기록 작성

2. 평가방법

해당 월의 chief resident가 과 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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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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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환자를 이해하고 보살피려는 의사로서의 기본 사명감을 고취하고, 동

료 및 과원들과 인화에 힘쓰며, 또한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과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2.  수술 전, 중, 후의 성형외과 환자에 관련되는 처치 및 진단과 치료원칙 

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수기를 숙지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2. 단정한 복장과 부드러운 언어를 습관화 한다.

3. 동료 및 과원들과 인화단결에 힘쓴다. 

4.  창상상태에 알맞은 dressing의 재료 및 방법을 이해하고, 신체 각 부

위에 따라 그 방법을 익힌다.

5. 정규 및 응급수술의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익힌다.

6. 수술 중 수행해야 할 각종 수기를 익힌다.

7. 수술부위에 따라 수술 후 환자 체위에 관한 주의점을 이해한다.

8. 봉합술기를 익힌다.

9. 외상환자의 이학적 검사 및 응급 처치술을 숙지한다.

10. 화상환자의 기본처치를 이해한다.

11. 창상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치방법을 이해한다.

12.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I.	근무지침

1. 성형외과 인턴의 구성

1) 본관 수술실 13번 방 담당

2) 본관 수술실 23번 방 담당 : 전날 당직이 담당

3) 각 담당은 매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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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근무 수칙

1)  오전 6시 경 출근하여, 오후 6-7시 경 수석전공의의 회진 후, 비번 

인턴은 당직 인턴에게 인계한 후 퇴근한다.

2) 당직 시간은 당일 저녁 회진부터 익일 오전 일과 시작 때 까지다.

3)  병동 드레싱은 평일은 오전 6시 반, 휴일은 오전 9시에 시작한다.

4)  병동 담당 인턴은 오전 6시 반까지 드레싱 준비 및 오전 및 오후 회

진용지를 준비하여 병동 환자의 각종 상병, 처치 및 drain, 전동 등

의 환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수술방 담당 인턴은 오전 7시까지 성형외과 수술방 앞에서 환자를 

기다리고, 수술 준비 및 수술 중 스크럽, 수술 후 드레싱 등에 참여

하며, 수술이 끝난 후 병동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당직 인턴은 응급 수술, 다음날 수술 준비(preop lab, medical 

photo)를 비롯한 당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7)  선천성 기형, 미용 성형 수술 등의 경우 환자와의 면담 시 단독 행동

을 지양하고 담당의의 지시에 따른다.

8)  Preop & postop care, operation 및 응급환자 처치는 staff 및 

resident 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  피판 수술 후, periflux monitor 이동 및 설치 방법을 익히고, 

monitoring의 의미를 이해한다.

10)  성형외과 인턴은 병실 회진 및 성형외과 집담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1) Seminar, Journal club: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1시간)

(2) Pre & review: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1시간)

(3)  집담회 시작 전 전공의들을 도와 원활한 집담회가 되도록 의

국 및 seminar room을 준비한다

IV.	진료지침

1. 업무1: 봉합 

1) 목적:  봉합의 종류와 봉합사의 종류에 대해 이해한 후 창상에 따른 

적합한 봉합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2) 내용: 

(1) 봉합의 종류

①  단일 결절봉합법 (simple interrupted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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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번봉합 (everting suture)을 하면 반흔이 깨끗해지며 내번

봉합 (inverting suture)은 비익구 또는 상안검에서 피부반

흔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경우 등 특수한 예에서 사용된다.

②  수직 와욕봉합법 (vertical mattress suture)

양면을 밀착시키고 외번시키고 근육봉합 등에 쓴다.

③  수평 와욕봉합법 (horizontal mattress suture)

안검과 같이 피부가 얇게 움직이기 쉬운 부위, 손가락 사이나 

이근부 뒤쪽과 같이 창연을 밀착하기 어려운 곳에 쓴다.

④  반 수평 와욕봉합법 (half-buried horizontal mattress 

suture)

한쪽 창연에는 봉합사의 반흔이 눈에 띄지 않는다.

⑤  삼각점 봉합법 (three point suture)

삼각피판선단 등 혈행의 장애와 괴사를 일으키기 쉬운 곳에 

쓴다.

⑥  연속매몰봉합법 (continuous subcuticular suture)

창연이 수직이고 절개선이 직선상인 경우에 쓰는 것으로 장

점은 봉합사가 표면에 나오지 않아서 반흔이 아름답고 창연

에 긴장이 있는 경우 발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단점은 창연의 

정확한 밀착이 곤란한 것과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너무 

긴 상처나 만곡한 상처에는 쓰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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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합물질

① 분류법

– 섬유 수

– 재료

– 흡수성

– 강도와 항장력

2. 업무2: 발사

1) 목적:  창상의 특성에 따른 발사시기와 발사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2) 내용: 

(1) 원칙:  창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가능한 빨리 하되, 반 발사를 

먼저 해보아 안전한지 확인 후 전 발사를 한다.

(2) 영향 인자:  봉합의 위치, 방향, 장력, 피하봉합의 정도, 기대

하는 흉터의 정도, 염증, 삼출액의 유무, 봉합법, 

봉합사의 종류

(3) 발사시기

① 두피: 7~10일

② 안면부: 5~7일

③ 상안검, 입술: 4~5일

④ 몸체 전면: 7~10일

⑤ 몸체 후면: 10~14일

⑥ 사지: 10~21일 (단 수장부, 족장부는 더욱 장기간이 필요)

(4)  가느다란 섭자(forcep)와 가느다란 가위로 상처를 주지 말고, 

발사방향도 창연 방향으로 하여 창이 벌어지는 일이나, 노출

되었던 실이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생기는 일이 없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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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3: 안면부 손상 처치

1) 목적 : 안면부 손상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과정을 숙지한다.

2) 내용 : 

(1) 조기 진단 및 처치 (initial assessment)

심한 안면부 손상 환자가 왔을 때 간단한 병력 청취 후 전문

적인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① 기도 확보

② 지혈

③ 쇼크 처치

④ 동반 손상 관찰

⑤ 안면부 손상 처치의 시기:  환자의 전신 상태가 허락하는 

한 빠른 치료가 좋은 결과를 가

져온다. 

4. 업무4: 안면골 골절 처치

1) 목적: 안면골 골절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과정을 숙지한다. 

2) 내용: 

(1) 일반적 원칙 

①  안면골 골절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복술

(reduction) 과 고정술(fixation) 이다.

②  안면골 골절의 정복술은 척추, 두개강, 흉강, 부강 등의 

손상이나 사지의 개방성 골절에 대한 치료를 미리 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

을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③ 안면골 골절의 증후

- 안면골 상방 연부 조직의 좌상 및 찰과상

- 안면골 돌출부 상방의 출혈 및 부종

- 결막하 출혈

- 안와부의 부종 및 혈종

- 부정 교합

- 개구 장애(trismus)

- 복시 및 외안근 운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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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 지각신경의 장애

(2) 방사선과적 진단

① 단순 안면 x-선 촬영: 안면골 계열

- Caldwell view

- Submentovertex view

- Water’s view – 가장 중요하다.

- Town’s view

- Lat. skull view

- A-P and lat. oblique view of mandible

- Panoramic view

cf. 두개골 계측 진단 (cephalometric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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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 지각신경의 장애

(2) 방사선과적 진단

① 단순 안면 x-선 촬영: 안면골 계열

- Caldwell view

- Submentovertex view

- Water’s view – 가장 중요하다.

- Town’s view

- Lat. skull view

- A-P and lat. oblique view of mandible

- Panoramic view

cf. 두개골 계측 진단 (cephalometric examination)

② 컴퓨터 단층 촬영 CT (computed tomographic scans)

cf.  심한 안면부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경추부의 x-선 검

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Treatment priority

① Airway clearance

-  대부분의 경우 구강내나 인후부의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훑

어내고 환자를 앉혀놓아 기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Hemorrhage control

Facial hemorrhage가 upper airway obstruction을 유발

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크게 위협은 되지 않으며, extensive 

arterial hemorrhage도 대부분의 경우 direct pressure만

으로 지혈된다.

③ Shock

Facial injury 만으로 오는 shock은 드물며 extensive 

facial bone fracture시에도 pain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

④ Treatment of associated injury



인턴 진료지침서218

Facial injury 에는 항상 다른 치명적 손상의 여부(thoracic 

abdominal injury 등)를 먼저 찾아 치료해야 하며, 특히 

facial injury환자가 shock 상태로 내원한 경우 associated 

injury를 의심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⑤ Facial injury의 진단

Facial symmetry를 염두에 두고 inspection 한 후 

bimanual palpation을 통하여 facial bone 골절을 진단하

고 기본적인 skull AP & lat 외에도 Water’s view(안면 중

앙부의 panorex), mandible AP & lat, submentovertex 

view(zygoma), nasal bone occlusal view 등과 기본적 혈

액 및 요 검사를 실시한다.

⑥ Facial injury의 치료

Facial bone fracture의 reduction 및 fixation은 일반적으

로 성인의 경우 손상후 2주 내, 소아의 경우 7~10일 내에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업무5: 수부 손상 처치

1) 목적: 수부 손상 환자의 처치 과정에 대해 숙지한다.

2) 내용:  수부 손상 환자는 먼저 hand elevation 을 시키고 연부조

직 및 골조직의 손상이 정확히 document 되어야 한다. 수

부의 출혈은 다급히 지혈시키지 말고, hand elevation으로 

protective position or functional position에서 dressing 

및 처치 후 성형외과 의사의 도움을 요해야 한다. 수부 절단의 

환자는 절단 원위부의 보관이 중요하다.

6. 업무6: 응급실에서의 화상 환자에 대한 조치

1) 목적: 화상 환자의 평가, 치료 및 수액요법에 대해 숙지한다.

2) 내용: 

(1) 기도확보 

흡입 화상 (inhalation injury) 의 여부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물질, 틀니, 혈종 등의 기도내 존재 여부를 

평가.

(2) 일반적 이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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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력

수상시의 상황, 화상의 원인, 동반된 손상 (골절상, 뇌손상, 

복부 및 흉부의 손상), 기타 질환 여부

(4) 화상 상처의 평가

① 화상의 원인: 화염, 끓는 물, 전기, 화학 물질

② 상처의 깊이: 1도, 2도, 3도, 4도

② 상처의 넓이:  상처의 넓이를 평가할 때는 2도 이상의 환부

만을 고려, 소아는 표면적의 비율이 성인과 

다르므로 주의

(5)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에서의 일반적 관리 지침

① 기도 확보

② 이학적 검사

③ 병력 문진

④ IV route

⑤ Foley catheter 삽입:  hour urine check, hour urine을 

다음과 같이 유지시킨다.

- 성인 : 50ml/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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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1ml/kg/hour

⑥ Levine tube를 삽입하고 48시간 동안 금식

- 48시간 후 bowel sound를 듣고 고영양 식사 시작

⑦ 진통제:  처음 48시간 동안 진통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환자의 의식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

하고, 그 후 필요하면 정맥을 통해서 투여

⑧ 체온 유지

⑨ 체중 측정: 이후 체중 변화를 치료의 지표로 삼는다.

⑩ Tetanus 예방

⑪ 환형 화상

-  Circumferencial burn을 입은 사지의 맥박을 30분 간

격으로 측정하여 맥박이 없어지면 순환 혈액량 감소

(hypovolemia) 이거나 부종에 의한 압박 증상이므로 후자

의 경우는 가피절개(escharotomy)나, 전기 화상이거나 4

도의 화상일 때는 근막절개술(fasciotomy)를 즉시 시행해

야 한다.

⑫ 화상 상처의 치료

- 의류를 제거하고 식염수와 약한 비누로 환부를 세척한다.

1% chlorhexidine은 전신 흡수되면 중추신경계통에 장애

를 일으킬 수 있다.

-  Ice compression: 1도나 2도 화상에서는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20분 이상의 cooling은 체온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기

-  파열된 수포(blister)나 대수포(bullae)는 제거를 하고, 

파열되지 않은 수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나, 운

동에 장애가 있고 vital function에 지장이 있으면 흡인 

(aspiration) 을 시행한다.

-  경미한 화상에서의 topical chemotherapeutic agent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gauze를 사용하여 bulky dressing

을 한다.

=  가피가 있는 2도 이상의 환부에는 silvadine을 5mm 이상

의 두께로 도포한다.

-  치유된 상처에는 moisturizing cream을 자주 도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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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갈라짐 (cracking) 을 예방한다.

(6) 화상 환자의 수액요법

① A. Parkland formula

- 처음 24시간: Lactated Ringer, 4ml/kg/%BSA

- 50% volume in 1st 8 hours, 50% in 2nd 16 hours

- 24~48시간:  Colloid increased and crystalloid 

decreased to maintain same output

② Brooke formula

- 처음 24시간:  Lactated Ringer, 1.5ml/kg/%BSA (upto 

50% BSA)

- Colloid, 0.5ml/kg/%BSA (upto 50% BSA)

- Free water, 1500ml/m2/day

-  50% volume in 1st 8 hours, 25% in 2nd 8 hours, 

25% in 3rd 8 hours

- 50% volume given in 2nd 24 hours

7. 업무7: 욕창의 예방 및 치료 

1) 목적: 욕창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숙지한다.

2) 내용:

(1) 예방

① 2시간마다 체위변화

② Air mattress

③  Malnutrition, hypoproteinemia, anemia가 안 생기도

록 주의

(2) 치료원칙

① Debridement

② Well vascularized tissue로 coverage

③ General condition 유지

8. 업무8: 수술 후 피판 관리

1) 목적:  수술 후 올바른 피판 관리에 대해 이해하여 피판술을 시행받

은 환자의 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2)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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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판의 혈액순환에 대한 감시

① 주관적 방법:  색깔 변화, capillary refilling time(피판을 

손가락으로 눌렸다가 뗐을 때 다시 혈액이 

차 들어오는 속도), 피판 온도 측청, 피판에 

18G 주사침이나 11번 칼날 끝으로 찔러 출

혈되는 정도를 보는 방법 등이 있음 

② 객관적 방법:  초음파도플러, 레이저도플러 등을 이용한 

검사

(2) 피판 이전 후 유의점

① 피판이 압박되지 않도록 드레싱을 느슨하게 한다.

② 피판이 당기지 않도록 제공부와 수용부 간을 잘 고정한다.

③ 피판줄기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피판에 과도한 부기가 생기거나 피판 밑에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피판을 수용부에 이전한 후에 감염이 생겼으면 철저히 고

름을 배출하고 국소적 및 전신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⑥ 혈관 연결부위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① 수술장 복장:  머리카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

게 한다. 수술장 밖에 나갈 때는 수술장 신

발을 벗는다.

② 병동 및 회진 시 복장: 수술복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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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담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 10점

①  근무시, 수술장이나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

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 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10점

① 병동 및 수술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한다.

②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③ 수술 중 스크럽, 수술 후 드레싱에 적극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창상상태에 알맞은 dressing의 재료 및 방법을 익히고 수

행한다.

② 봉합술기를 익힌다.

③  담당 전공의와 함께 수술 전, 후 검사 및 적절한 처방을 하

여 처방전을 올바르게 작성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필요한 처방전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 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평가 주체: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의국장), 3단계(진료과장)

2) 평가 시점: 성형외과 인턴 업무 종료 후

3) 평가 장소: 성형외과 의국

4) 평가 방법: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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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5)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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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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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산부인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산부인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운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산모의 산전 평가의 기초를 익힌다.

2. 정상 및 이상 임신의 분만 과정에 참여하여 산전, 산후 관리법을 익힌다.

3. 수술 전 후의 환자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4. 산과적인 응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한다.

5. 기초적인 부인과 검진 및 수술 술기를 습득한다. 

III.	근무지침

1. 산부인과 인턴의 구성

1) 산과

2) 부인과

2. 기본 근무 수칙

1)  산부인과 인턴은 1개월 동안 배정된 해당 병실에 근무하며 병실에서 

수행되는 각종 수기 및 질병의 진단, 처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  담당환자의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철저히 행하고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과정과 소견을 정확히 숙지하며 수술 후 치료에 만전을 기한다. 

3)  신환이 입원하면 해당 인턴은 자세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를 행

하여 기록하고 나름대로 진단을 내려 그에 필요한 검사나 처치 계획

을 주치의와 상의하여 시행한다. 

4)  입원환자의 일차적인 담당의사로서 모든 검사 소견과 증상의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 시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처치에 소홀함

이 없도록 한다. 

5)  확인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 지시에 따라 

익일의 처치명령을 작성하며 당일 처치명령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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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직인턴은 항시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되어 있는 자리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문제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

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비당직 인턴은 업무가 끝나면 잔여업무나 문제가 있는 환자 등에 대

해 당직인턴에게 자세히 인계를 한 후 퇴근하며, 익일 아침 출근시

에는 인계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여 최선의 진료가 환자에

게 행해질 수 있도록 유념한다. 

8)  기타 세부적인 진료사항은 항시 주치의와 행동을 같이하여 기본적인 

산부인과적 각종 수기나 학문적 지식을 익히도록 하며 주치의와 상

호 협조함으로써 원만한 병실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

IV.	진료지침

1. 업무1: 산전진찰

1) 목적:  산모의 병력청취와 기초적인 산전진찰을 익히고 태아 안녕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항목인 비수축검사를 적절히 판독함으로써 

산전 평가의 기초를 익힌다.

2) 내용:

(1)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혈압측정, 단백뇨를 검사한다 

(2)  임신성 당뇨, 갑상선 질환 및 기타 임신중의 내과적 질환유무

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3) 초음파 검사 및 비수축검사로 평가한 태아의 안녕을 확인한다

2. 업무2: 분만  

1) 목적:  분만과 관계되어 정상 및 이상임신의 분만 전 과정에 참여하

여, 산전 & 산후 관리법을 습득하게 한다.

2) 내용:

(1) 입원

-  분만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산과 병동을 찾아온 산모는 그 

입원 여부를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  입원이 결정되면 주치의와 함께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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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적검사>

•전신 상태

•생체징후

•자궁 크기 (자궁저고; height of fundus) & 위치 

•태아 위치 & 태아 심박동

•자궁 수축의 빈도 & 기간

•부종의 정도

<내진>

•경부 상태 (개대, 소실, 위치)

•태아 선진부의 위치와 하강 정도

•양막 파열 유무

•질 분비물의 양상

<준비	(간호사가	통상	시행)>

•분만진통 활성기가 아니면 S-S enema 

•회음부 면도

<혈액	검사>

•CBC

•Blood typing

•Serology (HBsAg, HBsAb, RPR, HCV antibody, HIV antibody)

•U/A with microscopy

- 이 과정이 끝나고, 환자가 분만 활성기에 들어가면 분만장으로 옮겨진다

(2) 분만 전 

-  분만을 위해 분만장으로 옮겨진 산모는 산모대기실에서 분

만 전까지 있게 된다

- 산모대기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행하여진다

① 시간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한다. 

② 영양

- 초기 진통 시 경구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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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활성기 시 정맥용 수액  (통상 5DS) 

③ 태아 심박동 & 자궁 활성도

- 분만진통 1기: 15-30분마다 확인

- 분만진통 2기: 5분마다 확인

-  전자 태아 감시

-   태아 심박동의 acceleration, deceleration (early, late, 

variable)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진통 중에는 3~4시간마다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시간마다 내진을 행하여 분만진통기록작성요령을 숙지하

여야 한다.

⑤  진통 중 진통제는 주치의의 처방에 의해 산모에게 줄 수 

있다.

⑥ 진통제:  대표적으로 Demerol 이 있으며, 50 mg을 근주 

(IM) 한다. 

⑦ 양막 파열:  태아가 골반 내로 진입하면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양막 파열

⑧ 정맥용 옥시토신 주입

- Oxytocin 10 Unit (2Amp) + 5DS 1000cc

-   주입 속도는 40 cc/hr 속도로 시작하여 20분 간격으로 80 

cc/hr, 120 cc/hr, 160 cc/hr, 200 cc/hr로 점점 올린다.

-   자궁수축이 2~3분 간격으로 40~60초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올리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만일 그 이

상의 수축이 올 경우 oxytocin을 중지하고 기다리면서 자

궁 수축 양상을 관찰한다.  이때 산모는 좌측와위를 유지

하도록 하며 산소를 공급한다.

⑨ 산모를 분만대로 옮기는 시기

-  초산:  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선진부가 3~4 cm 정도로 질 

입구를 통해 보이기 시작할 때 분만대로 옮긴다.

-  경산: 경부의 완전 개대되면 분만대로 옮긴다.

(3) 분만

- 산모는 분만대로 옮겨져 쇄석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분만 가운과 장갑을 혼자 착용하여야 한다.

-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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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  베타딘으로 외음부 주위, 대퇴부, 아랫배, 회음부를 닦는다.  

(항문은 제일 마지막에)  

2) 단순도뇨:  분만 전 nelaton catheter로 소변을 배뇨를 시킨다.

3) 가운착용:  발싸개로 양쪽 하지를 싸도록 하고, 둔부아래와 배위에 

방포를 깔고, 덮도록 한 뒤 towel clamp로 고정한다.

4)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구와 물품을 가지런히 챙겨놓는다.

•Cord clamp 용 Kelly 2개

•Episiotomy scissor

•Cord scissors

•Gauze: 5~6장을 펼쳐놓아 가지런히 포개 놓는다.

•Needle holder

•Chromic catgut

•Episiotomy- care용 방포 1~2장

-   회음절개를 하고 태아 머리가 나온 후 태아의 어깨가 나올 때 

Episiotomy care를 하도록 한다.

 -  태아가 나오면 Kelly로 탯줄 두 군데를 잡고 그 사이를 자른다.

- 태반만출 후 회음부 봉합 하는 것을 도와준다.

-  봉합 후 산도 및 그 주위를 깨끗이 하고 침대를 옮기도록 한다.

(4) 분만 후

- 태반 만출 후 자궁수축제

① Methergin 0.2 mg IM 

② Oxytocin 10 unit (2 Amp) + remain fluid dripping

- 분만 후 자궁저고의 단단한 정도와 높이를 자주 체크 한다.

- 금식은 분만 후 2시간까지 실시한다.

- 분만 후 2시간 까지 별문제가 없으면 병실로 보내도록 한다.

3. 업무3: 제왕절개술 

1) 목적:  수술실로의 환자이동과 수술 전 피부소독 및 수술 중 수술보

조로서의 역할을 습득한다 

2) 내용:

(1) 입원:  수술할 산모가 입원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했는

지 확인하여 수술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검사:    CBC, electrolyte, chemistry, U/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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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y, HBs Ag/Ab, RPR, BUN/Cr, 

BT, PT/aPTT, EKG, CXR (정식 판독 없으

면 받을 것), ABO/Rh/X-matching

-   수술 당일 정맥로를 확인한 후 수술실에 입실하기 전 수액

을 연결한다.

 • H/S 을 Volulyte (볼루벤)로 바꾸고 항생제 주입이 끝나

면 Volulyte full drip 한다. 

• 응급제왕절개의 경우에는 Volulyte 마취과에서 주기 때문

에 따로 loading이 필요 없다.

- 산모를 수술실로 옮기게 한다.

(2) 수술

- 수술 전 준비

① 산모를 수술대로 옮긴다.

②  심전도, 혈압 커프를 달고 coagulator plate에 젤리를 묻

혀 준비한다. 

③  Soaping and draping: 배꼽 위부터 대퇴부 1/2 정도까

지 레지던트 선생님과 함께 시행한다.

- 수술

①  수술 시 인턴선생님은 제 3조수(때로는 제 2조수)로서 참

여하게 되며 수술과정 및 제 3조수로서의 역할을 숙지하

여야 한다.

②  수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참여하도록 하며 수술이 끝나

면 마취과 선생님과 함께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도록 한다.

- 회복실:    환자의 호흡상태 및 혈압, 맥박, 소변량, 의식 정

도 등을 체크 하도록 한다.

(3) 수술 후: 수술 후 처방은 부록을 참조한다.

(4) 퇴원

- 퇴원 시 경구약은 3일치 처방한다.

-   퇴원은 수술 후 4일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

4. 업무4: 산과응급처치법 

1) 목적:  산과적 응급상황인 fetal deceleration, 조기진통, 자간전증, 



산부인과 233

저혈량성 쇼크 정의를 알고 그에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용:

(1) FHT deceleration

tococardiogram 으로 monitor 중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

이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레지던트 선생님께 바로 보고하

고, 필요한 경우 레지던트 선생님의 지시 하에 AST, ALT, 

BUN, creatinine, electrolyte, EKG, chest AP 등의 수술 

준비를 시행하도록 한다.

-  Late deceleration: 자궁 수축이 최고정점에 달했을 때 

deceleration 이 시작하여 수축 후에도 즉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Prolonged deceleration: 단일 태아 심박동 감소가 

60~90초 이상 15분 이하 동안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할 때 

① 산소 공급 (3~5L/min via nasal prong or mask)

② 좌측와위

③ 옥시토신 주입 중이면 중단하도록 한다.

(2) 저혈량성 쇼크 

- 정맥로를 2개 이상 확보한다.

-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 소변줄 삽입 & I/O check

-  emergent CBC, PT/PTT/fibrinogen, D-dimer, AST, 

ALT, BUN, creatinine, electrolyte, X-matching 을 

시행한다.

-   수액 주입 (N/S, H/S) & 수혈기타 약물은 레지던트 선생

님의 지시에 따른다.

(3) 자간전증(Preeclampsia)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 고혈압과 단백뇨가 있을 때를 의미

한다.

-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preeclampsia lab과 urine albumin 

검사를 시행하고, 24 hr urine collection을 시작한다.

-   수축기 혈압 > 16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105 mmHg 

인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항고혈압 약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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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증상(시야 흐림, 심와부 통증,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항경련

제(Magnesium sulfatel)를 투여한다.

(4)  조기 진통

34주 이전에 발생하는 규칙적인 진통에 대해서 레지던트 선

생님의 지시에 따라 자궁수축억제제 사용을 고려한다.

- 산모를 절대 안정 시킨다.

-  Lab, chest AP, EKG 등을 시행한다. (폐부종, 흉수, 부

정맥 여부를 확인한다.)

-   자궁 수축 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 선생님께 보고하고, 

hydration, nifedipine, yutopar (Ritodrine), atosiban 

등의 자궁수축 억제제 사용을 고려한다.

-  자궁수축억제제 사용시 지속적인 태아 감시 모니터링을 시

행하고, 산모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규칙적으로 

체크 한다.

5. 업무5: 무통분만 보조  

1) 목적:  무통분만 시술을 보조하고, 그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점검 과

정을 습득한다.

2) 내용:

(1) 자세 잡기

“환자분 제 쪽으로 오세요.” 한 후에 돌아눕게 한다. “저를 보

고 돌아 누우세요. 무릎을 최대한 배에 붙이시고 머리는 배꼽

보세요. 새우등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마취과 선생님 쪽으

로 가게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무릎 뒤와 목뒤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2)  낙상에 조심한다. 

(3)   마취과 선생님이 시술하는 동안 도와드리고 카테터를 

plaster로 고정한다.

6. 업무6: 산과병동/분만장 콜 & 기타 

1) 내용:

(1) 응급 제왕절개 수술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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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분만 lab: 외래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

다. 외래에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한 경우 응급 검사로 낸다.

-  응급제왕절개 lab: 응급 검사로 처방한다. 

-  Chest AP는 응급 portable 검사로 처방하고, EKG는 처

방 시 “done”을 클릭한다.

-  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는 본관 수술장에서 응급제왕절

개수술을 시행한다.

- 분만장으로 와서 환자 데리고 본관 수술실로 간다.

(2) 태반 조직 검사:  부분기관절제(BP1A201)로 절제부위는 태

반, 그 외는 생검 및 소기관절제 바코드 뽑

아서 슬립지를 작성한다

(3) 출생증명서 및 입퇴원 확인서, 사산증명서를 작성한다. 

(4) 액체 질소 받아 놓기 (COCOA study 검체 이동)

-  분만 전 혹은 수술 전에 비의학적 특이정보에서 COCOA 

study 대상인 산모가 분만이 임박하면 질소통에 질소를 

받아 준비한다.

-  순서:  별관 지하 2층에서 액체 질소를 받아오고 태반 조직

을 넣어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전달한다. 평일 6

시 이후나 주말에는 그걸 다시 별관 지하 2층 임상

의학센터 들어가서 201호 F-23냉장고(소아청소년

과) 손잡이를 돌려 열고 집어 넣는다

- 담당자: 김현미 010-4913-4837 

-  별관 지하 2층 B201호 #1-F23 위에서 세 번째 자리 (소

아청소년과 안강모)

7. 업무7: 내진 및 자궁암 검사 

1) 목적:   부인과 내진을 통한 부인과 신체 검진방법, 질경 사용 방법, 

자궁 경부암 검사 방법을 교육하여 기초적인 부인과 검진의 

절차 및 방법, 술기를 습득하게 한다.

2) 내용:

(1) 산과력을 포함하여 병력 청취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 내진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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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크기, 윤곽, 표면, 유연함, 유동성, 전굴/후굴, 자궁 

부속기 종괴, 압통

- 자궁 경부: 크기, cervical motion tenderness

(3) 질 분비물 양, 색, 냄새, 질경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4)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8. 업무8: 부인과 영역의 acute abdomen 

1) 목적:  급성 복통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고 그

에 적절한 처치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용:

(1) 자궁외 임신:  

- 증상: 무월경, 복통, 질 출혈

- 진찰소견:  생체 징후 확인 (파열 시 저혈압, 빈맥), 만져지

는 부속기 종괴 (50%) 

- 검사:  CBC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생기면 Hb이 감소한

다), urine HCG, serum HCG (정상 임신 시 보통 

6주 경에는 6000~10000 mIU/ml이다.), 질 초음파

-처치: 활력징후와 증상을 자주 체크한다.

통증 조절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약물 치료: MTX 

수술적 치료: salpingotomy, salpingectomy

-   자궁 외 임신 파열 시 급격히 혈압 및 혈색소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응급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2) 난소 염전

- 증상: 심각한 급성 복통, 만져지는 종괴

- 진찰소견: 복부 압통, 만져지는 종괴

- 검사: 수술 검사, 질 초음파, CT

- 처치: 복강경 수술

(3) 골반내감염, 난소난관농양 

- 원인균: N, gonorrhea and C. trachomatis

- 증상: 골반통, 발열

- 진찰소견:  성경험 유무(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골반염 가능

성이 희박하다), 골반염 병력, cervix motion 



산부인과 237

tenderness, 복통

- 검사:  CBC, CRP, vaginal culture, 자궁내막염의심 시 자

궁내막 조직 검사, 질 초음파(난소난관농양 의심 시), 

CT

- 처치: 항생제 (cefoxitin and doxycycline)

 항생제로 반응이 없으면 배액이나 복강경 수술 고려

9. 업무9: 부인과 수술 전 준비 

1) 내용:

(1)  다음 날 수술 환자 명단을 조회해 보고, 환자의 간단한 병력 

청취와 타과 협진 기록, 초음파 또는 영상 이미지, 이상 있는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각 파트의 회진판에 꽂아둔다.

- 검사결과:  일반혈액, 혈액응고, 일반화학, 수혈검사, 세균

바이러스 검사, 요 검사 선택, 수치 출력  가

능한 2장으로 만들어 출력한다. 

-  흉부엑스레이, 심전도 결과는 text로 일괄출력  1장으로 

출력

-  만일 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주로 타 병원검사를 가

져온 경우이므로 EMR 조회하여 왼편에 타 병원차트 클릭

하면 가져온 결과지가 있으므로 이를 출력한다. 

- 누락된 검사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2) 흉부엑스레이, 심전도 결과 판독이 없으면 판독을 받는다.

(3) 슬립 지 작성해서 검사결과와 같이 환자 차트 앞에 꽂아둠  

- 수술환자 선택  본원환자 선택  환자 선택

- order  내일 날짜로 바꿈  검체 입력

- 바코드 출력  slip 작성

-     복수 천자, 복막세척은 비부인과 병리 slip지라고 다른 종

이를 쓴다.

- Frozen은 1~3, 4~6, 7~ 모두 한 장의 바코드에 뽑는다.

- 생검 및 소기관 절제는 같이 뽑아도 된다.

- 나머지는 다 따로 뽑는다. 

-  암 환자는 frozen 꼭 넣어 놓는다 (잘 모르면 주치의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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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수술은 RBC 3개, 근종 수술은 RBC 2개 오더 넣어 놓는다.

-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은 p53, c-erbB2, ER, PR 꼭 넣

는다. 바코드 뽑을 때도 동결절편, 외과병리 바코드 외에 

3장을 추가로 재출력하여 뽑는다.

- Set 처방에 묶음으로 있다.

(4)  PCA 입력 

- 골반경, 자궁경 제외한 모든 환자

-   환자 선택  협진의뢰  내일 날짜  협진과: APS (함

태수 교수님)

- IV PCA, 동의서 취득여부에 동그라미  협진의뢰 클릭

- 협진 의뢰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협진동의서/선택진료 동의서를 받는다.

10. 업무10: DSC 

1) 목적:   화, 목, 금 DSC에서 부인과 수술이 있는 날에 인턴 한 명은 

반드시 DSC에 수술 30분 전에 가 있어야 한다. 

2)  주 임무: 환자 입실, 환자 퇴실, 수술 후 slip지 작성

3) 내용:

(1)   DSC 첫 수술 30분 전에 내려가서 환자와 함께 대기한 후 마

취과 선생님 확인하면 방으로 환자 입실한다.

(2)   원추절제술은 10분만에 끝나므로 침대를 완전히 빼지 말고 

수술방 입구 문 옆에 침대를 붙여놓고 기다린다.

(3)  자궁경 수술은 50분 정도 걸리므로 침대를 밖으로 빼 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4)   첫 수술 환자는 수술 후 금방 퇴원하므로 검체 처방은 수술 

중간에 미리미리 해 놓는다. 보통 1년차 선생님이 한다. 모든 

수술이 다 끝난 후 검체는 한꺼번에 모아 회복실에서 병리과 

검체의뢰서 작성 후 본관 외래 3층 병리과에 올라가 장부 작

성하고 검체를 제출한다.

(5)   원추절제술 검체는 [1.HPV genotyping과 2.기관절제

cervix]를 입력한다.

(6)  원추절제술은 기관 삽관하지 않고, draping도 하지 않는

다. 자궁경 수술 시는 LMA로 기관 삽관을 대신 하는데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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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plaster를 30 cm짜리 2개 찢어서 마취과 선생님 드린다. 

LMA는 ballooning 후 tube 연결을 해야 한다.

(7)   DSC의 모든 수술은 쇄석위 자세로 하는데, positioner는 수술방 

구석에 긴 봉에 천이 매달린 형태의 모습인 것을 찾으면 된다.

11. 업무11: 수술방에서의 역할 

1) 목적:  수술실로의 환자이동과 수술 전 피부소독 및 수술 중 수술보

조로서의 역할을 습득한다.

2) 내용:

(1)  첫 수술 30분 전에 내려가서 환자와 함께 대기한 후 마취과 

선생님 확인하면 방으로 환자 입실한다.

(2) 마취 유도 & 환자 자세:  마취과 선생님을 도와드려 monitor

를 부착하고 쇄석위 자세로 만든다.

(3) Soaping & draping 

(4)  수술 시 인턴선생님은 제 3조수(때로는 제 2조수)로서 참여

하게 되며 수술과정 및 제 3조수로서의 역할을 숙지하여야 

한다.

(5)  수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참여하도록 하며 수술이 끝나면 

마취과 선생님과 함께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도록 한다.

 

12. 업무12: 부인과 병동에서의 역할  

1) 내용: 

(1) 판독

- 흉부 사진: 암센터 지하 1층 흉부판독실

- 복부 CT, 골반 MRI (복부사진): 본관 1층 복부 판독실 

- 뇌 사진: 본관 지하 1층 

- 저녁 6시 이후에는 당직 선생님: 복부 판독실

-  핵의학과 (PET-CT): 본관 지하 1층 직원식당 옆 핵의학

과  들어가서 왼쪽 골목  오른쪽 판독실 (e.g., bone 

scan)

(2) 항암제 투여 전 심전도 판독

-  저녁 8시경 항암 환자가 모두 입원한 후에 판독을 일괄적

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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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성 이상은 주치의 선생님 확인 받고 판독을 내린다.

-  이전 심전도 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으면 판독을 내리

지 않는다. (주치의 확인 꼭 필요)

-  심전도 판독은 본관 3층 MICU 내과의사실에 사유 쓰고 끼

워놓고 오면 된다.

-  오후 10시 이전에 맡겨놓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서 스테이

션에 갖다 놓는다.

(3) 기타

- 입원사실증명서 (제증명서 관리에 있음.)

- 배양검사

- 복수천자

- 흉수천자

- 소독

(4) Conference 준비 (시작 10분 전에 미리 가서 회의실 정리하기)

월: 저녁 5시 30분 암센터 6층 회의실 

  x-ray meeting/tumor board

화~금: 저녁 5시, 7E 의국

OBGY conference

금: 아침 7시 30분, 7E 의국 

 Oncology meeting 

13. 업무13: 퇴원 시 주의사항 

1) 목적: 퇴원 시 주의 사항을 숙지한다 

2) 내용:

(1)  Simple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AH), simple 

exploratory laparotomy (ovarian cystectomy, 

tuboplasty, ectopic pregnancy 등)

-  샤워는 실밥제거 1~2일 후 상처에 이상이 없을 시 해도 

괜찮다.

- 통목욕은 4주 후부터 가능하다. 

-  부부관계는 대개 4주 후부터 가능하나 외래 경과 관찰하면

서 결정한다.

- 식사는 가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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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 있는 경우 철분제는 최소 3개월간 복용하게 한다.

(2)  Vaginal total hysterectomy & Anterior-Posterior 

Repair (VTH & A-P Repair)

- 샤원는 퇴원 후 곧바로 가능하다.

- 통목욕은 외래 F/U 하면서 정한다.

- 부부관계는 외래 경과 관찰하면서 정한다. (보통 4주후)

- 식사는 가릴 필요 없다.

- 빈혈 있는 경우 철분제는 최소 3개월간 복용하게 한다.

(3) Cesarean section(C/S)

-  샤워는 실밥제거 1~2일 후 상처에 이상이 없을 시 해도 

괜찮다.

-  통목욕은 4주 후부터 가능하다. 

-  부부관계는 대개 4주 후부터 가능하나 필요 시 피임을 한다.

-  식사는 가릴 필요 없다. (찬 음식 및 신음식도 무관)

-  일부러 땀을 빼야 할 필요 없다.

-  빈혈 있는 경우 철분제는 최소 3개월간 복용하게 한다.

(4) Vaginal delivery

-  샤워는 퇴원 후 곧바로 가능하다.

-  통목욕은 6주 후부터 가능하다.

-  부부관계는 대개 6주 후부터 가능하나 필요 시 피임을 한다.

-  식사는 가릴 필요 없다. (찬 음식 및 신음식도 무관)

-  일부러 땀을 빼야 할 필요 없다.

-  빈혈 있는 경우 철분제는 최소 3개월간 복용하게 한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① 수술장 복장:  수술복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다. 머리카

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

다. 수술장 밖에 나갈 때는 수술장 신발을 

벗는다.

② 올바른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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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같은 파트를 도는 인턴의 loading을 균등하게 한다 (당직/

off/수술장 업무 등)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①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담

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②  해당 파트의 수술이 모두 종료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on-call state이다.

③  off로 병원을 벗어날 시에는 counter에게 환자/수술에 대

한 확실한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미비, 연락두절에 대

한 책임소지는 본인과 counter 인턴이 50:50으로 하도록 

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 시,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

도록 한다.

②  해당 월에 open call이 3번 이상 나는 경우 본 항목에 대

한 평가는 0점이다.

③  수술장 업무 시 무조건 수술장임을 밝히고 call을 끊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④ 수술 scrub call 이 왔을 때 20분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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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조한다.

② 모르는 시술은 시행 전에 반드시 확인 받는다.

③ 수술이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10점

①  수술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전 평가와 동의서 

작성을 한다.

②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병동 인턴 업무(명단 출력 등의 서류 job)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수술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술을 배우며 실행한다.

② 수술장 처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해당 월의 인턴미비를 10개 미만으로 유지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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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안과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참여하여, 안과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실제 환자를 

통하여 기본적인 안과 수기 및 검사에 대해서 수련하고, 안과적 질환의 관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문하는 태도와 연구하는 자세를 함양하도록 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안과 환자의 범위를 이해한다.

2.   과내 회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의 치료방법 및 경과에 대해 이해하며, 환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도록 한다.  

4.  수술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하며,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5.  문진, 안과적 검사 및 검안을 간접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안과적 이

학적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6.  외상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기본술기를 습득하도록 한다. (외상환자에 

대한 최초의 조치, 기본 검사의 시행, 기본 처치의 시행, 응급 대상의 

파악과 조치)

III.	근무지침

1. 근무 수칙:

안과 인턴 기간 동안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안과적 지식

과 술기를 습득하여야 한다. 안과적 기본지식을 통하여, 안과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를 이해하고, 타과 의사로서 필요한 자문을 올바르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2. 진료지침:  오전 6시부터 병동 및 외래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 술기

(1) 시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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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공 반사

(3) 사시 및 안구운동 검사

(4) 대면 시야 검사 

(5) 외안부 검사

(6) 세극등 검사

(7) 산동 검사

(8) 안약 점안

(9) 드레싱 및 압박안대

2) 일반 환자 처치

(1) Preop evaluation & management

(2) 외래 및 병동에서의 역할

(3) Postop evaluation & management

3) 안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처치

(1) 안구 화상

(2) 안구 천공

(3) 콘택트렌즈 부작용

(4) 급성 폐쇄각 녹내장

(5) 중심 망막 동맥 폐쇄

IV.	진료지침

1. 기본 술기

1) 시력 측정: 

(1) 양안 각각 측정하며 나안시력,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환자가 산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핀홀을 대고 측정한다. 

(3)  실내는 고르게 조명되어 있어야 하며, 시력표의 조명은 200 

룩스를 표준으로 환자의 눈 높이에 시력표가 있어야 한다.

(4)  환자는 일정거리(5m)를 떨어져 표와 정면으로 대한다.

(5)  큰 시표로부터 작은 시표를 읽게 하고, 읽을 수 있는 최소지

표의 옆의 숫자를 읽게 한다.

(6)  시력이 불량하여 가장 큰 시표(0.1)도 보지 못하면 그 시표

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거리를 단축시켜 그 거리(m 로 표시)에 

0.1/5 즉, (0.02)를 곱한다. 예를 들어 2m에서 0.1 시표를 

읽는다면 시력은 2 x 0.02 = 0.0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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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보다 나쁜 시력을 보일 경우 안전수동(HM)이나 광각(LP)

의 존재여부를 기록한다.

2) 동공 반사: 

(1) Pen-light 를 이용하여 어두운 조명 아래서 실시한다.

(2)    상대적 구심성 동공운동장애(relative afferent papillary 

defect)에 대해 이해하고 검사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 

3) 사시 및 안구운동 검사:

(1)  Pen-light를 이용하여 양안이 정위에 있는 지 위치를 확인

한다. 

(2) 상하좌우로 안구운동이 이상 있는지 검사한다.

4) 대면 시야검사:  단안에 대하여 시야에 이상이 있는지 알기 위해 환

자로 하여금 정면을 주시하게 한 후 상이, 상비, 하

이, 하비측에 대해 시야결손의 여부를 확인한다. 

5) 외안부 검사:  안검, 안와, 결막, 공막, 각막 등의 소견을 Pen-light

를 이용하여 관찰한다.

6) 세극등 검사:  세극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전안부를 세밀하게 관찰하

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7) 산동 검사: 

(1) 산동제의 종류와 작용을 이해하고 산동을 시행한다.

(2) 1% atropine: 부교감 신경 차단, 작용기간 2~3주

(3) 2% homatropine: 부교감 신경 차단, 작용기간 24~48시간

(4) 1% cyclopentolate HCl:  부교감 신경 차단, 작용기간 12~24시간

(5) 10% phenylepherine HCl:  교감 신경 항진, 작용기간 6~8

시간

(6)  산동은 안저 검사, 조절 마비 굴절검사, 백내장 진단 등에서 

필요하며, 기타 안과 검사를 시행하기 전의 준비 단계이다. 

산동제를 15분 간격으로 3~4회 반복 점안한다. 

8) 안약 점안: 

(1)  안약병의 끝이 속눈썹, 눈꺼풀,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약병으로 인하여 눈이 손상 받을 수 있고, 안약병이 눈에 

상존하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2)  아래눈꺼풀을 아래로 당겨 눈꺼풀 안쪽의 결막을 노출시키

고, 그 위에 안약을 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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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약을 점안 후 2-3회 blinking을 하여 안약이 눈에 퍼지도

록 한다.

(4)  2-3가지 안약을 점안해야 하는 경우, 한가지 안약을 점안한 

후 5~10분 정도 점안한 안약이 흡수되기를 기다려 다음 안

약을 점안하도록 한다.

9) 드레싱 및 압박 안대:  안연고를 눈에 도포한 후 안구에 적당한 압박

이 가해지도록 거즈로 안대를 한다. 

2. 일반 환자 처치 

1) Preop evaluation & management

(1) Preop lab 

①  Routine blood lab, U/A, serology, chest PA, EKG, 

필요하면 PFT, echocardiography 

②  수술 전날 상기 검사를 check하고, 검사의 reading이 필

요하면 받고, 누락된 검사를 확인하고 시행한다. 

③  필요하면 검사의 재시행 혹은 타과 협진을 시행한다. 

(2) MNNPO:  수술 전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의 금식을 원칙으

로 한다. 

(3)  술 전 주치의가 환자를 검안할 때, 검안을 보조하면서 질환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고, 질환의 이학적 소견에 대해서 학습한다. 

(4)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술 중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5)  Skin preparation:  일부 환자(녹내장, 망막)에서는 술 전 속

눈썹의 절제가 필요하다.

(6)  수술 부위 표시: 수술 장부 및 환자에게 정확히 확인한 후 표

시한다.

(7) Facial photo 출력:   안성형 파트의 눈꺼풀 수술에 대해서 수

술 전 촬영한 환자의 얼굴 사진을 출력

한다.

2) 외래 및 병동에서의 역할 

(1) 병동에서 order 넣기

(2) 회진 준비 

①  무균상태에서 팔꿈치 오목 부위에서 정맥천자를 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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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한다.

② 3000rpm으로 7분간 원심분리를 시행한다. 

③ 무균상태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무균상태의 용기에 분주한다. 

④ Normal saline 과 serum을 4:1 로 혼합한다.

⑤   자가혈청은 (4°C) 정도에서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냉장 

보관한 자가 혈청은 상피성장인자(EGF), Transforming 

growth factor-b(TGF-b), 비타민 A 인자들의 농도가 

한달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새로 제조가 필

요하다. 

(3) Culture

①  안과적 영역에서 채취한 sample은 대부분의 세균과 진

균이 자랄 수 있도록, Blood agar, chocolate agar, 

MacConkey agar, Sabouraud agar plate에 접종한다. 

②  Gram stain & culture, Fungus stain & culture, AFB 

stain 등의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 균주에 적합한 항생제 

혹은 항진균제의 사용을 위해 도말검사의 신속한 결과 확

인이 필요하다. 

(4) 광역학 치료의 보조 

①  광역학 치료는 안과적으로는 중심와밑 맥락막신생혈관의 

치료에 시행되고 있다.

②  광감작 물질을 혈관내에 주사하면 증식하는 조직에 이 물

질이 축적되어 689nm 파장의 광선을 조사하면 이 물질이 

활성되어 활성 산소 및 자유유리기가 발생하여 세포에 광

화학적인 손상을 주어 신생혈관을 폐쇄시킨다. 

③  환자의 체표면적(m2)당 6mg의 verteporfin을 10분간에 

걸쳐 정맥주사하고, 15분 후에 689nm의 다이오드 레이

저를 83초간 병변 부위에 조사한다. 

④  첫 48시간은 광과민성을 나타내므로, 직사광선과 같은 강

한 빛은 피하는 것이 좋음을 환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5)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 및 치료의 보조

①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망막병증은 미숙아의 망막의 혈

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혈관지름길(vascular 

shunt)과 신생혈관, 섬유혈관증식 그리고 견인망막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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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특징적인 소견들이다.

②  미숙아망막병증의 1차적인 치료는 레이저 광응고술이다. 

레이저광응고의 근거는 혈관이 자라지 못한 허혈망막을 

레이저의 열을 이용하여 파괴시킴으로써 혈관증식을 유발

하는 물질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③  레이저치료는 점안제를 이용한 국소마취 하에서 시행한

다. 반드시 심박동 감시 모니터를 달고 간호인력의 도움으

로 전신상태를 감시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1

회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미숙아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

우 2-4회로 나누어 시행하기도 한다.

④  치료의를 보조하고, 환아의 monitoring을 함께 시행함으

로써 치료의 성공과, 환아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 Postop evaluation & management

(1)  술 후 주치의가 환자를 검안할 때, 검안을 보조하면서 질환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고, 질환의 이학적 소견에 대해서 학습한다. 

(2) 외과적 창상관리:  환자의 안대의 착용은 창상의 상태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창상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안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처치

1) 안구 화상(Acid or Alkali burn)

(1) 화학손상시 손상 후 세척시간이 예후에 중요하다.

(2)  점안 마취 후 생리식염수로 충분한 세척을 시행한다. 이때 상

하 결막낭의 이물을 제거한다. 

(3)  국소 점안 항생제 사용과 압박안대를 시행한다.

(4)  심한 경우 입원치료 및 debridment이 필요할 수 있다.

2) 안구 천공

(1)  눈의 손상이 더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게 조심하며, 눈

보호대를 대어준다. 

(2) 균의 배양 및 염색의 실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3) 항생제 점안은 금기임을 이해하고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4) 항생제 정맥주사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시행한다.

(5)  방사선 검사(X-ray, orbit CT)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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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신마취의 준비를 시행한다.

3) 콘택트렌즈 부작용

(1) 안구내에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2) 국소 마취제를 점안한다.

(3) 염증 유무 확인

(4) 항생제 점안, 조절마비제 점안, 압박안대 시행

4) 급성 폐쇄성 녹내장

(1) 증상:  안통, 시력감소, 불빛을 볼 때 달무리, 두통, 구역, 구토

(2) 증후:  대부분 단안, 모양체충혈, 중간크기로 산대된 고정된 

동공, 안압 상승, 각막 부종, 얕은 전방

(3) 치료:

① 고삼투압제제: 15% mannitol 1-2g/kg IV 

② 탄산탈수소효소 억제제:  methazolamide 1회 용량50mg 

1~3회 PO

③ 축동제:  2% pilocarpine 5~10분 간격으로 3회 점안, 그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점안

④ 베타 차단제 점안

⑤ 레이저주변홍채성형술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5) 중심망막동맥폐쇄

(1) 증상:  편측성, 무통성의 갑작스런 심한 시력감소, 구심성 동

공장애, 일과성 흑암시

(2) 증후: 망막의 흰색 혼탁, cherry-red spot

(3) 치료: 

① 안구 마사지

② 전방 천자

③ 탄산탈수소효소 억제제

④ 고삼투압제제

4. 중요 질환의 이해

1) 각막 질환

(1`) 각막염

① 증상: 시력 감소와 통증,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② 증후: 결막의 충혈, 각막상피의 결손, 각막실질의 침윤(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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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료:  균 배양검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광범위항생제(다

양한 종류의 세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약물치

료를 시작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균에 대한 

적절한 약제로 바꾸어 치료한다. 안약을 눈에 넣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먹는 약이나 정맥주사를 사

용하기도 한다. 염증이 매우 약하고 특정 균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균 배양검사 없이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원추 각막

① 정의:  정상 각막에서 충혈이나 각막세포침윤과 같은 염증

성 원인이 아닌 비염증성 원인에 의해 변형이 발생

되어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면서 돌출되어 그

로 인해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

② 검사:  세극등 검사에서 원추 각막을 확인하고, 굴절 검사

에서 가위반사를 나타내며, 각막 형태 검사를 통하

여 확진한다.

③ 치료:  안경교정을 시도하고, 콘택트렌즈 착용한다. 비수

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2) 망막 질환

(1) 당뇨망막병증

① 정의: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말초혈관에 순환장애가 일

어나 발생되는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발생율은 혈

당치보다는 당뇨병의 경과 기간과 관련이 있다.

② 범망막 광응고술:  형광안저촬영을 시행하여 신생혈관이 

나타나고 진행된 경우 대개 2주 내지 3

주 간격으로 한쪽 눈에 3-4회 정도 시행

③ 유리체절제술:  출혈 등으로 혼탁되어 있는 유리체를 제거

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망막을 재유착시킨다.

(2) 망막 박리

①  대부분의 망막박리인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겨 액화된 유리체가 열공을 통하여 망막아래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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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를 유발한다. 주로 고도근시, 무수정체안(백내장

수술 후), 망막주변부의 변성, 외상이 원인이다.

② 증상: 광시증, 비문증, 시력저하(주변부부터 진행), 변시증 

③ 치료: 장벽레이저술,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

3) 백내장

(1) 정의: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

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

게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2) 증상: 시력 저하, 단안 복시, 근시 변화

(3) 치료: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

4) 녹내장

(1) 정의:  안압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험요인으로 초래된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병증과 이에 다른 시야결손을 보

이는 양상들의 총칭이다.

(2) 분류:  선천녹내장, 원발개방각녹내장, 원발폐쇄각녹내장, 이

차성녹내장

(3) 치료:  안압하강제의 사용, 레이저홍채절개술, 레이저섬유주

성형술, 섬모체광응고술, 섬유주절제술, 방수유출장치

삽입술 등이 있다. 

5) 안와 질환

(1) 안와 골절

① 정의:  외상으로 인하여 눈 주위에 힘이 가해지면 안구와 

안구 주위에 힘이 전달되어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얇은 내벽 및 하벽에 골절이 발생한다.

② 증상: 안구운동장애, 안구함몰, 시력저하, 감각이상

③ 치료:  골절의 크기가 작고 안구운동장애가 없는 경우, 추

후 안구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안구운동장애와 복시가 나타나는 경

우와 안구함몰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

야 한다. 수술은 외상 후 1∼2주 내에 외상으로 인

한 부종이 감소하면 시행한다. 

(2) 안와 종양

① 증상:  안검부종, 안구돌출,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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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시, 안검하수

②  치료는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다. 악

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종양

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로 방사

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6) 사시 및 신경안과

(1) 간헐 외사시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사시로 피곤하거

나 졸릴 때, 또는 멍하니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사시가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방치하면 양

안시 기능이 감소하고 고정된 외사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치료: 약시 치료, 안경 착용, 수술적 치료(외직근 후전술)

(2) 시신경염

① 기전:   허혈성(infarct, temporal arteritis), 염증성(collagen 

vascular disease), 감염(syphilis), Demyelination 

(multiple sclerosis)

② 증상:  갑자기 시작되어 지속되는 안통 - retrobulbar 부

위로 안구 운동에 따라 심해진다.

③ 치료: methylprednisolone 1g/day IV (3일간)

V.	평가

 공통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의 총점은 각각 50점으로 두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교육수련부에 제출한다.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평가에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공통평가 항목 

다음의 항목에 대해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불량(1)으로 

평가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교육수련부에서 제시하는 인턴근무평가양

식으로 외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항목의 총점은 합계가 50이 되도

록 평가한다. 

1) 기본 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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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장 복장 준수 

-  수술복은 가능하면 수술장에서만 착용하고, 외래 및 병동

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  병동 및 외래 업무분담에 있어 동료 인턴과의 협조적인 자

세를 유지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  병원을 벗어날 시에는 동료인턴에게 업무에 대해 확실히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미비, 연락두절에 대한 책임은 

함께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와 병동, 수술장, 검사실 등 업무 시간 내에는 업무 위

치를 유지한다.

(2) 호출에 대한 신속한 응답

- 호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당 월에 open call이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본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 평가를 받게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 환자에게 항상 밝은 표정과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  주치의의 검안을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 

과정을 배운다. 

-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병동 인턴 업무 (명단 출력 등의 서류와 관련된 업무 등)에 

충실하도록 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  Clinical pathway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전

공의에게 보고한다.

- 질환별 기본처방을 잘 이해한다.

- 처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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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기록 작성

- 기본적인 인턴기록을 충실히 수행한다.

- 해당 월의 인턴미비기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지식 습득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  과 내에서 시행되는 컨퍼런스를 월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  단순한 업무보조를 넘어 각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과정을 이

해하도록 노력한다.

- 환자 진료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2. 세부 평가 항목 

세부사항에 대하여 50점 만점으로 scoring 한다. 인턴의 업무 성과를 

교수진이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chief resident가 우선적으

로 평가를 하되, 독단적인 평가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치의를 포함

한 여러 전공의들과 상의 하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평가에 대

하여 의국장과 과장이 최종적인 결재를 내리도록 한다. 분과 별 컨퍼런

스는 최소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인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병동

- 병동 환자의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  주치의의 환자 검안을 보조하면서 teaching scope를 통하여 

세극등 검사 및 소견에 대해 학습한다. 

-  병동 환자의 preop 및 postop management에 대해 숙지하

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처방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한다.

-  Skin preparation(속눈썹 절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 수술 부위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  한달 간 최소 50회 이상의 세극등 검사를 간접 혹은 직접적으

로 경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소견에 대한 구술이 가능해야 

한다. 

-  각 주치의 및 2,3년차 전공의가 평가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를 

해당 수석 전공의 및 의국장님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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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

-  Culture 를 시행하고 접수하는데 무균적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정에 지체가 없도록 한다.

-   광역학치료를 이해하고, 보조하도록 한다.

- 미숙아 망막병증을 이해하고, 검사 및 치료를 보조하도록 한다.

-  한달 간 최소 10회의 외래 진료 참관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

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해당 교수진이 외래가 종료되고 나서 평가하고 평가 기준과 결

과를 해당 수석 전공의 및 의국장님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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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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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인턴지침서

I.	수련목표

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에 대한 일반의로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흔한 질

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술기를 익힌다.

II.	근무수칙

1. 병실

1)  인턴은 교수와 전공의들의 지시에 따르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솔선

하여 이행함으로써 병실 및 수술장의 환자 진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며, 품위 있는 언행으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한다.

3)  병실을 이탈 시에는 자신의 위치를 병실 간호사와 주치의에게 알려

두어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인턴은 병실 간호사 및 보호자들의 환자 진료에 대한 요청 있을 경

우 즉시 응해야 한다.

5)  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인턴은 주치의의 지시 하에 환자의 order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시

로 처치, 투약, 검사예약 등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단.

7)  이비인후과 전공의의 지시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시행하도록 한다.

8)  신환 및 수술이 끝난 모든 환자에 있어서 항상 이비인후과 영역 이

외의 전신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이

비인후과 주치의에게 알린다.

9)  병실 회진 이전에 그날 시행한 모든 X-ray 및 검사결과를 미리 파

악하여 대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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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장

1)  인턴은 매일 아침 6시까지 병실에 출근하여 수술 전 처치와 주치의

의 환자진료를 도와주고 7시 5분까지 수술장에 가도록 한다.

2) 수술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 준비사항으로는 낙상에 주의하여 수술대로 환자를 옮기

고, X-ray 게시, 눈가리개 준비 등이 있다.

(2)  수술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배치는 각 수술방에 비치된 도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3)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귀수술은 X-ray films, audiogram 

게시, 반창고 준비를 한다.

코수술은 CT film 등을 준비한다.

두경부 수술은 어깨받침 등을 준비하고 후두수술인 경우 현

미경을 준비한다.

(4)  귀수술의 경우, 현미경을 drap해야 하는데 무균적으로 하여

야 하며, 그 방법은 주치의나 전임 인턴에게 인계받는다.

3)  수술이 끝난 뒤 병리 검사 및 미생물 검체를 접수시키고, 필요한 경

우 임상정보를 기술한다.

4)  환자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 마취과 의사와 함께 회복실로 옮긴

다. 국소마취인 경우 수술장 입구까지 옮기고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

한다.

3. 당직 

1)  당직은 윤번제로 수행하며, 인수인계시 수석 전공의의 참여하에 상

의하여 당직표를 작성하며 병실에 게시한다.

2)  당직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휴일과 일요일은 오전 10

시부터이다.

3)  당직근무는 이비인후과 병실이나 당직 인턴실에서 하며 부득이 상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당직 주치의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당직 근무 중에는 당직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일반 병실 업무를 수

행하며, 응급환자의 처치(기관절개술, 비출혈의 처치 등)에 동참한다.

5)  당직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턴과 합의한 후에 수석전

공의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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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1) 기본적인 이비인후과적 지식을 수석 전공의에게 교육받는다.

2) 가능한 대로 오후에 열리는 각종 집담회에 참가한다.

3) 회진 후에 오는 응급환자의 처치를 관찰하며 assist 한다.

III.	진료지침

 1. 기본 수기

1) 기관절개술(Tracheostomy)

(1) 수술 전 처치

①  환자의 담당 주치의가 기본수기를 하는 동안 보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Lab.(bleeding tendency, ABGA...)가 C-spine AP-

Lat.(soft tissue techique)을 확인하고, 

수술검사 요청서 유무를 확인한다.

③ 준비사항 : 간호사에게 미리 준비시킨다.

ⅰ light source, head light

ⅱ electrocautery(bipolar & monopolar)

ⅲ suction

ⅳ T-cannual 준비

성인 남자는 8.0, 여자는 7.0

ⅴ tracheostomy set

ⅵ 수술가운

(2) 수술방법

① 가능하면 기관내 삽관을 먼저한다.

주의: ⅰ 직접 후두경 사용시 항상 치아의 손상에 주의한다.

     ⅱ  환자 머리밑에 베개(일명 Donuts)를 받치면 larynx

를 쉽게 볼수 있다.

② neck extension을 위해 환자의 어깨 밑에 베개를 넣는다.

③ 기구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둔다.

: Mayo stand를 이용하면 편리함.

:  assistant는 인턴이 하게되며 operator의 맞은편에 서게 

된다. 

④ g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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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etadine으로 턱에서 superior sternal notch하부까지 

닦은 후 알콜로 다시 닦는다.

⑥ draping

⑦ local anesthesia & skin incision

중요사항: position을 잘 잡아서 midline으로 insicion 한다.

 :  c r i co id  car t i l age  및 one  f inger  breadth에 

horizontal incision 한다.

⑧  subcutaneous tissue with fat는 retractor로 

dissection하며 들어간다.

⑨  sternohyoid m.이 나타나면 median raphe를 찾는다.

이곳으로 mosquito를 이용하여 위 아래로 dissection 하며 

들어간다. 

⑩  pretracheal fascia가 나타나면 incision을 넣고 

dissection한다.

⑪  trachea ring은 2nd와 3rd를 이용 → trachea ring 에 

vertical incision을 넣은 후 양쪽 경계부위를 mosquito

등으로 잡고 knife나scissor로 타원형으로 오려낸다.

주의 : fragment가 aspiration되지 않게 한다. 

⑫  기관절개시 기침이 심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tracheal lumen내로 lidocaine를 1cc정도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⑬  retractor를 걸고 벌린 상태에서 빠른 시간내에 

T-cannula를 무리없이 넣고 stylet를 뽑는다.

⑭ lower pressure ballooning을 한다.

⑮ 가능한 한 봉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⑯  T-cannula 고정시 계속 T-cannula를 잡고 기관내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 

: reinsertion은 상당히 힘들며 위험하다. 

(3) Post-tracheostomy order

① V/S q 15min → 1hr

② BR in SFP

③ TD

④ Cold humidi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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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requent gentle suction of T-cannula

⑥  Inflation for 2 hour & deflation for 15 min till no 

blood in suction

⑦ Keep T-cannula in situ for 48 hours

⑧ Antibiotics

⑨ Fluid

⑩ Mucolytics 

⑪  Immediate chest AP(portable):T-cannula 위치, 

pneumothorax, emphysema 등의 존재여부 확인

(4) T-cannula change

①  Tracheostomy 후 맨 처음  T-cannula 교환은 특히 주

의를 요하며 주치의와 함께 한다.

②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suction, glove, 

T-cannula, gauze, betadine, hygiene

③ 방법

Tracheostomy 시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Y-gauze를 제

거하고 T-cannula가 고정된 위치에서 betadine으로 닦는

다. 이때 T-cannula 주위는 hygiene으로 닦는다. Cannula 

교환 시 주위 연부조직에 가려 stoma site가 잘 안보일 때는 

retractor나 비경으로 stoma 주위를 벌리고 cannular를 삽

입 후 고정한다. 기침으로 인하여 cannula가 빠질 수도 있으

므로 잘 고정한다. (정상 체위에서 고정 줄 사이로 손가락 하

나가 들어갈 정도)

(5) 합병증

① 초기 합병증:  튜브폐색, 튜브 전위(displacement), 출혈, 

기흉, 흡인, 심정지, 폐부종,  기종격동, 반

회신경마비

② 지연합병증:  기관협착, 경부무명동액(innominate 

artery) 출혈, 감염, 육아종(granulation), 

기관식도누공

③ 빈도: 소아〉성인

④ 사망률: 1~2%

2) 비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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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인

① 국소적 원인

ⅰ 외상:  비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 콧속을 후비거나 난폭하

게 풀 때,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비강 및 부비동

의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Little’s area(Kisselbach’s plexus))

ⅱ 염증:  급성 및 만성 비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위축성 비

염, 알레르기, 선천성 매독 등

ⅲ 종양: 상악암, 비인강 혈관섬유종 등

ⅳ 그 외: 비중격만족증,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증 등

② 전신적 원인

ⅰ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등의 순환장애

ⅱ  혈액질환(혈우병, 백혈병, 빈혈, 자반병), 간장 혹은 신장

질환, 알코올 중독, 항응고제 투여 등

ⅲ  비타민 C 혹은 K의 결핍, 급성 열성 전염병, 기생충, 중금

속 중독 등

ⅳ 급격한 기압 변동

(2) 출혈부위

①  Little’s area(Kisselbach’s plexus)

비중격 전단, 전체 비출혈의 90% 전사골동맥, 접구개

동맥, 대구개동맥, 상순동맥 등의 비중격 분지가 문합

(anastomosis)

② 비강의 후반부:  동맥경화, 고혈압을 가진 고연령층 (내상

악 동맥) - 지혈이 어렵다

③ 중비갑개 상부: 고혈압 환자 (전사골동맥)

(3) 치료

① 응급처치

정확한 출혈부위를 찾는 것이 중요. 가급적 앉은 자세에서 처치

ⅰ 환자와 보호자의 안정, 흡인기로 비강내 혈액을 제거

ⅱ Little’s area의 출혈:  우선 비익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압

박, 1:1,000 에피네프린을 약간 적

신 면구를 그 부위에 넣고 비익을 

5~10분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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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얼음이나 찬물 찜질을 코에 하는 것도 유효

ⅳ  10~20% 질산은(AgNO3)이나 삼염화초산으로 부식하거

나 전기소작

ⅴ 전비공패킹:  2~4일간 유지,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같은 

주위기관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

생제 투여

ⅵ 후비공패킹:  바세린이나 항생제 연고를 묻힌 거즈를 실로 

묶어 사용하거나 Foley catheter 이용

ⅶ  대구개공(greater palatine foramen)을 통하여 익구개와 

(pterygopalatine fossa)로 마취제와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을 주사하여 지혈하기도 함. 

ⅷ 필요하면 수혈, 지혈제 투여

② 수술적 처치

적응증: 상기처치로 지혈이 안되는 경우

비강으로 들어오는 동맥을 결찰한다 (내상악동맥, 전사골동

맥, 외경동맥 등)

③ post-nasal packing orders

ⅰ Cold humidification

ⅱ BR c SFP

ⅲ antibiotics

ⅳ Packing removal after 48hrs

ⅴ admission

  3) 급성 중이염

(1) 역학

①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감염

② 소아의 85% : 〉1, 50% : 〉3,  25% : 〉 6

③ 2세 이전에 발병률이 높고 겨울에 더 많이 발병한다. 

(2) 임상증상

① 수일간의 감기증상 후에

② 갑작스러운 이통, 발열, 난청으로 온다.

③  고막소견은 발적되어 있거나 팽륜되어 있고 이루가 보이

기도 한다. 

(3)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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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경: Otoscopy, pneumatic otoscope 

② 고실도(Tympanometry)

③ 이음향 방사(Otoacoustic emissions)

④ 청력검사

(4) 치료

① 항생제:  10day course of β-lactamase resistent 

agents

② 보조약제

 Nasal decongestant, 단기간의 topical decongestant, 

mucolytics, Antihistamine

③ 고막천자(Tympanocentesis)

미숙아나 면역억제상태의 환자에서 약이 듣지 않을 때 균을 

동정하기 위해서 실시

④ 고막절개

심한 통증의 해소

합병증이 생긴 경우

⑤ 추적관찰

ⅰ 유아: 3일 이내 추적 관찰

ⅱ 그 이상은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2주째에 추적 관찰

4) Foreign Body

(1) 외이도 이물

종류:  콩종류, 종이조각, 플라스틱 조각(소아의 경우), 곤충(

성인의 경우)

치료:  구슬 - 서투르게 꺼내려고 할 경우 오히려 더 깊이 들

어갈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공의의 도움을 청한다.

벌레 - 70% 알콜이나 에테르 또는 기름 (벌레가 외이도

를 자극하므로 기름이 더 낫다)으로 벌레를 죽이고 나서 

세척이나 기구를 사용 제거한다.  

                     →  유소아에 있어서는 전신마취하에 이물을 제거하는 것

이 안전할 때가 많다.

(2) 기도 이물

종류: 땅콩, 사과 조각(소아), 의치(성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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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을 흡인한 병력이 있다. 

• 기침, 호흡곤란, 천명, 질식(식도:연하 장애)

• 동통이물흡인이 의심되면 : 

① Chest PA & Lat.(neck 포함)

 특히 bronchus로 들어간 이물이 의심되는 경우는 호기와 흡

기시의 Chest PA를 찍어 비교한다. 

② NPO

③ Fluid IV

④ 응급검사(응급수술 대비)

⑤ 전공의와 상의하여 지시를 받는다. 

5) Facial trauma

(1) History taking and P/E(shortly)

(2) Keep Airway : intubation or tracheostomy

(3) Bleeding control

(4) Shock treatment and then, BR with SFP

(5) History taking and P/E

ⅰ ecchymosis, conjunctival hemorrhage

ⅱ pain, tenderness

ⅲ epistaxis, intraoral bleeding

ⅳ deformity

ⅴ crepitus, step off sign of orbital rim

ⅵ diplopia

ⅶ hypesthesia

ⅷ malocclusion

ⅸ CSF rhinorrhea, CSF otorrhea

(6) Emergency requests

CBC, U/A electrolyte, chest PA

C-spine AP & Lat

face series(Waters view, skull AP-Lat, basal view etc)

mandible series

prn → CT

(7) Neurologic evaluation

(8) soft tissue injury Tx:  debridement & primary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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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on as possible with simple 

dressing bandage

(9) Consult TS, GS, NS, NR, OS on emergent problems

(10) ENT Tx. 

IV.	처방

1. Chronic Otitis Media

1) Adimisson order

(1) V/S q 8hr

(2) BR 

(3) NRD → MNNPO(Midnight NPO)

(4) Cheek Ht & B. wt

(5) Get Op. permission

(6)  Have periauricular hair cut

(7)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

(1) V/S q 8hr

(2) BR 

(3) NPO

(4) H/S 1L IV at 80ml/hr on call

(5) Antibiotics IVS(AST) on call

(6) Premedication

(7)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15min till stabilized → q 1hr → q 4hr

(2) BR c SFP

(3) NPO 

for 6h → SOW →TD

(4) Cold humidification

(5) Encourage deep breathing s active cough

(6) Remained fluid IV

(7) XDNK2 1L IV at 80ml/hr

(8) Antibiotics IVS(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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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KPF 1 
A

 IM(prn)

(10) Valium 1
A

 IM(prn)

(11) Meto 1
A
 IVS(prn)

4) Postop. #1

(1) V/S q 8hr

(2) BR c SFP

(3) NRD

(4) Cold humidification

(5) Encourage deep breathing s active cough

(6) Antibiotics IVS(AST)

(7) Analgesics

GI Medication

(8) Demerol  1 
A
 IM(prn)

(9) Valium 1
A

 IM(prn)

5) discharge

Oral antibiotics 

Other oral drug for 7days

OPD F/U 2days ~7days later

cf)  수술 후 active cough를 금지시키는 것은 fascia graft나 

ossicle의 disruption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Chronic Paranasal Sinusitis

1) Admission orders

(1) ~ (5)  Same

(6)  Oral gargling

(7)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s

(1) ~ (4) Same

(5) Antibiotics IVS(AST)

(6) Premedication(local일 경우 주치의와 상의할 것)

(7)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6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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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

(3) TD(local anesthesia 경우).

(4) cold humidification

(5)  Avoid tooth brushing (in case of Caldwell-Luc 

operation)

(6) Remained fluid IV

(7) DNK2 1L IV at 80ml/hr

(8) Antibiotics IVS

(9) Oral gargling

(10) XPETN 1 ⓐ 1V(prn)

4) Postop. #1

(1) V/S q 8hr

(2) BR c SFP

(3) NRD

(4) Cold humidification

(5) Antibiotics IVS(AST)

(6) Analgesics

GI Medication

Oral medication(mucolytics or antihistamine)

(7) Oral gargling

(8) XPETN 1 ⓐ 1V(prn)

5) discharge

Oral antibiotics, Steroid nasal spray, N/S 3L for irrigation

Other oral drug for 7days

OPD F/U 2days ~7days later

✽General Anesthesia 경우

Deep breathing s active cough, Mucolytics 추가

✽ Endoscopic sinus surgery일 경우 Avoid tooth brushing 

제외

3. Deviated Nasal Septum

1) Admission orders

(1) ~ (5)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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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s

(1) ~ (4) Same

(5) Antibiotics IVS(AST)

(6) Premedication

(7)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6hr

(2) BR

(3) TD

(4) cold humidification

(5) Remained fluid IV

(6) Antibiotics IVS

(7) Oral medication same as in PNS op

(8) XPETN 1 ⓐ 1V(prn)

4) Posto #1 same as Postop. #1 

5) Postop. #2

Discharge same as in PNS op.

4. Obstructive sleep Apneas

1) Admission orders

(1) ~ (5) Same

(6) Oral gargling

(7)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s

(1) ~ (4) Same

(5) Antibiotics IVS(AST)

(6)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15min till stble → q 1hr → q 8hr

(2) BR c SFP

(3) NPO → for → SOW → cold SBD

(4) Remained fluid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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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NK2 1L IV at 80ml/hr

(6) Antibiotics IVS 

(7) O2 saturation monitoring (Overnight)

(8) Frequent check for breathing and bleeding

✽Steroid if necessary

(9) Analgesics, mucolytics

(10) Oral gargling

(11) XPETN 1 ⓐ 1V(prn), Lidocaine gargling(prn)

4) Postop. #1

(1) V/S q 8hr

(2) BR c SFP

(3) Cold sbd

(6) ~ (11) same

5) Discharge

Oral antibiotics

Other oral drug for 7days

OPD F/U 7 days later, Oral gargling.

5. Chronic Tonsillitis & Adenoid vegtation (T&A)

1) Admission orders

(1) ~ (5) Same

(6) Oral gargling

(7)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s

(1) ~ (4) Same

H/S 500cc IV at(  ) ml/hr(소아)

(5) Antibiotics IVS(AST)

(6) Premedication

(7)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oral gargling 

&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15min till stabilized → q 1hr → q 8hr

(2) BR in prone pos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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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PO → cold SBD, icecream encourage

(4) Cold humiditication

(5) Deep breathing

(6) Remained fluid IV

(7) XDNK3 500cc IV with 40ml/hr

(8) Antibiotics IVS (AST)

(9) Analgesics/mucolytics

(10) Oral gargling

(11) Frequent check for bleeding and respiration

(12) Biopsy at OR

4) Postop. #1

(1) V/S q 8hr

(2) BR  

(3) Cold SBD

(4) Cold humiditication and deep breathing 

(5) Frequent check for bleeding

(6) Antibiotics syrup

Mucolytic syrup

Analgesic syrup

5) Discharge

Oral medication for 1 wk & OPD F/U  1wk later

6. Laryngomicrosurgery

1) Admission orders

(1) ~ (5) Same

(6) Oral gargling

(7) Antibiotics IVS(AST)

2) Preop orders

(1) ~ (4)Same

(5) H/S 1L

(6) Antibiotics IVS

(7) Premedication

 (8)  Send the pt. to OR c chart. X-ray after oral gar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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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voiding

3) Postop. order

(1) V/S q 15 min till stabilized → q 1hr → q 8hr

(2) BR in SFP

(3) NPO → SOW → TD

(4) Voice rest

(5) Cold humiditication

(6) Deep breathing s active cough

(7) Remained fluid IV

(8) DNK2 1L IV at 80ml/hr

(9) Antibiotics IVS (AST)

(10) Mucolytics 

7. Orders for cancer patient 

1) Oral hygiene betadine oral ggl, for 2days prior to Op.

2)  X-matching, blood 예약, 마취과 consult, shaving of graft 

site, X-ray, Foley, L-tube, T-cannula 준비, etc.

3) Op. room

position: neck extension, 어깨 밑에 베개를 넣는다. 

frozen sheet 준비

4) Postop. care

airway care 

frequent suction 

antacid, mucolytics은 처음 경구투여를 못할때는 IVS로 그후

는 경구 투여함. 

L-tube 고정은 자주 확인한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근무자세 (20점):  각자 맡은 근무 위치를 준수하고, 병동이나 수술

장의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

지 않도록 한다.

2) 의무기록 작성 (20점):  환자의 입원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며 미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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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conference 출석 및 참여 (20점)

4) 임상 실기 (20점):  기본적 수술 부위 치료 및 응급 기관절개술 등의 

이비인후과 기본 술기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

지며 이를 시행할 수 있다.

5) 복장 및 자세 (20점):  항상 깨끗한 복장을 유지하며 환자에게 친절

한 태도를 갖는다. 또한 동료 의사 및 의료보

조인력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한 태도를 갖는다.

2. 평가 방법

1) 0-4 불량, 5-8 미흡, 9-12 보통, 13-16 우수, 17-20 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교육담당 전공의 의국장 진료과장

근무자세

의무기록작성

회의 참석 및 출석

임상실기

복장 및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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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동안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비뇨기과적 

지식과 술기를 익힌다. 

2.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 및 수술을 충분히 이해하여 환자의 

비뇨기과적 질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지식 및 술기 외에 판단기준이 교육되고 반복적 평가를 통하

여 보완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입원환자의 진료, 검사 및 처치에 담당의와 함께 조수로 관여한다.

2. 담당 입원 환자의 인턴 병록지를 별도로 기록, 작성한다.

3. 수술 전 환자의 평가 및 전 처치, 동의서 작성에 참여한다.

4.  숙직 근무 및 응급환자의 검사 및 처치 등 진료에 관여하며 전공의와 

전문의의 지도를 받는다.

5. 비뇨기과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

6.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병력 청취 및 신체검사 방법을 익힌다.

7.  비뇨기과 질환들 중 특히 응급을 요하는 질환의 종류 및 기본적 처치 

요령을 이해한다.

8. 도뇨관 삽입법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뇨기과 술기를 익힌다.

9.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비뇨기과적 소수술을 보조하여 관찰한다.

10.  비뇨기과 질환들 중 특수한 진단 과정의 적응증과 그 의의를 이해한

다.

11.  수술환자가 수술장에 입장할 때 인턴은 환자와 같이 입장하며 각종 

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2.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13.  과내 연구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환자의 임상 연구 및 동물 실험 등 

각종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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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무지침

1. 비뇨기과 인턴의 구성

1) 본관 수술실(MOR) 인턴

2) 암센터 수술실(COR) 인턴

3) 병동 인턴

✽  통원수술실(DSC)는 본관 수술실 인턴이 담당하나 필요한 경

우 병동 또는 암센터 수술실 인턴이 담당한다.

2. 기본 근무 수칙

1)  오전 6시경 출근하여, 오후 8시경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 

수술 등으로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2)  수술실 담당 인턴은 특별한 아침 업무가 없는 한, AM 6:50까지 암

센터 및 본관, DSC 등의 수술장으로 이동한다. 담당 전공의와 Staff

의 지도하에 환자의 수술 진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병동 담당 인턴은 담당 전공의와 Staff의 지도하에 병동에서 수술 

전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준비 및 수술 후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4)  당직 근무는 주중 2명씩, 주말 1명씩 담당하며 응급수술과 병동 환

자 관리에 참여한다.

5) 각종 집담회에 참석한다.

6) 과에서 시행하는 임상 및 기초 연구에 참여한다.

7)  근무 중 담당 파트 장소에서 위치 이탈 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의

에게 보고한다.

IV.	진료지침

1. 업무1: 수술장 업무

1) 목적:  비뇨기과 수술 시 필요한 업무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 

하고 과정을 습득하여,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

환을 이해하고 진단,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

다.

2) 내용:

(1) C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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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아침 업무가 없는 한, AM 6:50까지 암센터 및 본

관, DSC 등의 수술장으로 이동

②  배정된 환자의 이름, 병동, 수술방 번호, 수술명 등을 확

인하여 환자를 identification 한다.

③ 환자 확인이 끝난 뒤, 수술방까지 안전하게 이송한다.

(2) 마취 보조

①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대로 옮긴다.

②  마취 하기 전, 필요한 경우 L-tube insertion 등의 

procedure를 시행한다.

③ 마취과에서 마취할 때 옆에서 보조한다

-  EKG monitoring, oxygen saturation monitoring, BP 

cuff 등의 기구 부착

- fluid line 고정, E-tube insertion 보조

- C-line insertion 시 보조

(3) 수술 position

< Supine position >

① 적용 수술 

 -  Open cystectomy (Radical & Partial), Augmentation 

cystoplasty

- Radical retropubic prostatectomy

- Radical nephrectomy (Chevron incision인 경우)

- 대부분의 소아 수술

②  환자를 반듯하게 눕힌 

자세에서, 환자의 발

끝이 수술 침대의 끝에 

오도록 내린다. 이때 

환자의 허리가 kidney 

wrest 로 올릴 수 있는 

부분 근처에 있어야 하므로 둘을 감안해서 환자 위치를 정

한다.

③  환자의 위치가 잡히면, 양 팔을 벌려 arm board 에 고정 

시킨다. 이때 팔이 벌어지는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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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다.

④  Anti embolic stocking 

을 신겨주고, Anti DVT 

system을 apply 한다.

⑤  Bovie plate를 부착하고,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발목 

밑에 젤 패드나, 스폰지를 

대어 압력을 분산시켜준다.

⑥  knee belt를 무릎 상방으로 감아주고, glove 착용 뒤 

soaping을 시행한다.

✽✽  일부 수술의 경우 operator에 따라 Lithotomy 

positioner를 이용한 supine position 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는 환자의 엉덩이를 수술 침대 하단부의 접

히는 부분까지 내리고, lithotomy positioner에 환자의 

다리를 올려주고, 침대 하단부는 접는다. 이는 수술 중 

2nd assist 가 Foley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일부 radica l  retropubic  prostatectomy와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에서 시행한다.

< Lateral position >

① 적용 수술 

- Nephrectomy (Chevron 

incision 제외)

- Adrenalrectomy

②  마취가 끝나면,  An t i 

embolic stocking 및 Anti 

DVT system apply 하

고, 환자의 12번째 rib이 

kidney wrest 에 위치하

도록 내린다. 이후 kidney 

wrest를 끝까지 올린다.

③  수술 하려는 side 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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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도록 하여 환자를 lateral로 눕힌다.

④  수술 하려는 side의 팔을 반대편 팔과 수평이 되도록 하

며, 등 부분을 kidney bar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가 쓰

러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때 필요 시 융포를 이용하도록 

한다.

⑤  양 다리가 닿는 부분을 젤 패드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준다.

⑥  자세가 잡히면, 침대를 접어 최종적으로 그림과 같은 자세

가 되도록 하는데, 수술 받는 쪽이 너무 extension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⑦  Bovie plate 를 부착하고, knee belt를 무릎 부분에 감아

준 뒤 soaping 을 시행한다.

< Lithotomy position > 

① 적용 수술

- TUR-B, TUR-P

- URS

-  Mid urethral sling OP

-  D-J insertion, change

-  Suburethral injection, 

subureteral injection

②  마 취 가  끝 나 면  A n t i 

embolic stocking apply 후, Lithtomy positioner 를 침

대 하단의 접히는 부분 바로 상방에 설치한다. 

③  환자의 엉덩이가 침대 하단의 접히는 부분까지 내려오

도록 환자를 내리고, 그

림과 같이 l i thotomy 

positioner에 양 다리를 

대칭으로 올린다. 이때 양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가 

너무 적으면 수술 시 기구 

조작에 방해가 되므로 충

분히 벌려준다. 환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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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팔은 80도 정도로 벌려주고 나머지 팔은 몸에 붙이는데 

대개 우측 팔을 벌리고 좌측 팔을 붙이게 된다.

④  자세가 잡히면, bovie plate를 붙이고, genital area를 

bethadine으로 소독한다.

(4)  주요 수술에 1st 및 2nd assist 로 수술에     참여한다. 1st 

assist 로 참여하는 수술은 TUR-B 이다.

①  마취가 끝나면, Anti embolic stocking 을 착용하고, 

lithotomy positioner를 부착한다.

②  환자의 엉덩이가 접힌 수술 침대의 하방 끝에 도달하도록 

옮긴다.

③  Lithotomy position 을 취하고, bovie plate를 부착한 

뒤, 침대의 하단부위를 접는다.

④ genital area 를 betadine으로 소독한다.

⑤  수술복 착용 후 draping 을 시행하고, rescetoscope 을 

카메라 및 electrocautary system 과 연결한다.

⑥  수술 중 제거된 방광 종양이 sheath 를 통해 나올 때, 채

를 이용하여 받은 뒤 scrub nurse 에게 건네준다. 이때 

방광 종양의 위치를 operator에게 확인 후 scrub nurse

에게 말해주어 정확한 검체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⑦  mass 가 anterior wall 이나, dome 에 위치한 경우 적절

하게 bladder 를 compression 하여, mass resection 이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⑧  수술이 끝나고, operator가 Foley insertion 을 시행하

면, 1st assist는 urine bag 을 연결하고, drap을 제거한

다. 필요한 경우 continuous bladder irrigation 을 위한 

saline을 같이 연결한다.

⑨  환자를 다시 supine position 으로 변경한 뒤, 이송 침대

로 옮기고, 회복실로 이송한다.

⑩  operator 가 작성한 TUR 기록지는 보관해 두었다가 담당 

주치의에게 전달한다.

(5) C-arm이 필요한 수술의 경우 직접 조작한다.

①  C-arm을 사용하는 수술인 경우, 미리 C-cam복을 인원

수대로 준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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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rm을 draping 한다.

③  Operator 와 제1 조수의 오더에 따라 연속촬영을 시행하

며, 조작법은 C-arm 장비에 있는 manual 을 사전에 숙

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6) Car-out

①  수술이 끝나면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한다. 이송 시 환자 

낙상에 주의한다.

② 회복실에서 필요한 경우 post OP lab 을 시행하게 된다. 

-  Nephrectomy, Prostatectomy, Cystectomy, 

Augmentation cystoplasty 등의 major OP

 CBC, Chemistry, electrolyte, PT & aPTT

-  수술 중 bleeding 이 많았거나, TUR-P 나 TUR-B 시 

OP time 이 길어 TUR syndrome이 염려되는 경우, CBC 

와 Electrolyte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  회복실에서 Chest AP, KUB 등의 X-ray 검사를 시행하

기도 함

-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경우, 회복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post OP lab 은 담당 주치의가 중환자실에서 시행

한다.

③  수술 검체가 있는 경우, 각 수술방의 검체 장부에 서명 

후, 병리과로 접수 한다

④ 수술 시 사용했던 positioner 는 제자리에 가져다 둔다.

(7) 기타

① Medical photo 관리

- 수술 중 촬영한 medical photo 및 동영상 자료를 관리 한다. 

-  사진은 EMR 에 올리도록 하는데, 장비에 따라 사진이 바

로 출력되는 장비가 있고, image file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출력된 사진은 scan 하여 올리도록 한다.

-  동영상의 경우, 의국 외장 하드에 저장하였다가 주 1~2

회, 해당 교수님께 직접 전해드린다.

- C-arm 에 저장된 image 의 경우 COR은 USB 로 다운

받아 영상 처리실에 접수하면 되고, MOR의 경우 외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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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하여 저장 후 영상 처리실에 접수한다. (‘IMAGE 

DIRECTORY’  사진클릭 후 외장하드 클릭 사진 수만큼 

반복  최대 6장까지 카피)

②  수술장에서 Emergency로 약품이나 수술 기구, medical 

photo 촬영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술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의료진(인턴 및 전공의)이 이를 운반한다.

2. 업무1: 병동 업무

1) 목적:  비뇨기과 병동에서 필요한 업무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 

하고 과정을 습득하여,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환을 이해하고 

진단,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2) 내용:

(1) Dressing 및 수술 전 처치

① prostatectomy 환자 enema

- Colyte  2L p.o. at 9A, within 4hrs

- Metronidazole 250mg 2T p.o. 3회

- Kanamycin 1V po 3회

- 수술 당일 오전 6:00에 kanamycin 1V로 enema시행한다.

② cystectomy 환자 till clear enema

cystectomy는 전날 밤 12시 전(보통 저녁 10시)에 till clear 

enema

ⅰ  cystectomy 때 ileum을 쓰기 때문에(Neobladder or 

conduit) 시행하는데 환자분은 사전에 Colonyte로 관장

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ⅱ  Charcoal irrigation 과 유사한 양식으로 진행되는데 

Y-connector에 위에서 내려오는 Saline, 양동이로 버려

지는 Saline용 관을 연결하고 한 쪽에는 Rectal tube를 

연결한다. Extension tube가 두껍기 때문에 켈리보다는 

Warm pack용 kelly를 2개 정도 사용하면 편하다.

ⅲ  일단 Saline을 넣어야 하는데 환자가 Pain을 호소할 때

까지 혹은 Saline이 rectal tube 주위로 빠져나올 때까지 

넣고 빼고를 반복한다. 말 그대로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saline으로 enema(or irrigation)를 한다. 주로 10L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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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대부분 8L정도면 거의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같았음. 

누운 바닥에 빨간 비닐을 한면만 잘라서 아래에 깔고 안 

흐르게 조심한다. Rectal tube는 plaster로 잘 고정한다.

③ Foley dressing

ⅰ  환자 복압을 높이면 피가 새서 지저분해지므로 매일 최소 

하루에 1회 이상 dressing을 한다.

ⅱ  urethra와 Foley catheter 주위 discharge가 없게 

alcohol로 잘 닦는다.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terramycin 

연고(TM-F) 발라주도록 한다.

ⅲ  환자에게도 연고 바른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바르

도록 교육한다. 

④ JP site oozing dressing

ⅰ  배액관은 ascending infection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여 occlusive dressing으로 

하고, 젖으면 바로 갈아 주어여 한다.

ⅱ  배액관이 빠지거나 복강내 또는 체강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suture tagging이나 안전핀 등으

로 고정되어야 한다. 

⑤ 기타 dressing

ⅰ Simple dressing

• 상처 내부로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상처에 적용

•  Betadine 소독 후 상처를 열어두거나 거즈로 간단히 덮

어둠.

ⅱ Occlusive dressing

• 수술 직후 이루어지는 대부부의 상처에 적용.

•  수술 후 24-48시간 후 skin epithelialization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외부로부터 상처 내부로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시켜 준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POD#3째 wound를 open하여 simple dressing로 교

체한다. 

•  만일 그 이전이라도 거즈가 젖어 있거나 discharge

가 있다면 즉시 dressing을 교체하고 다시 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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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oaking dressing

• Dirty wound에 적용.

•  Wound 내의 세균 수를 줄이고, pus등이 계속 고여있

는 것을 막아 준다.

•  Betadine 1% 혹은 saline packing, 경우에 따라서 마

른 거즈를 packing한다. 너무 많은 양의 거즈를 넣

게 되면 tissue healing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적당량 

discharge가 고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오게 걸쳐 놓

는다.

•  Soaking dressing의 원칙은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3-4번 이상 갈아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infection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2) 병동 call 업무

Procedures

■ 도뇨 (요도카테터 삽입, 청결 간헐적 도뇨, 요채취)

:  도뇨 전에는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야 한다. 요도염, 요도협

착, 회음부 외상, 요도를 통한 수술력 여부 등을 알아두어 

시술 과정 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한다.

① 적응증

ⅰ진단 목적

여성에서 요배양을 위한 요채취 시 피부세균군 (skin 

flora)의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하는데 남성에서는 도뇨없

이 중간뇨 채취로 충분하다.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해 비침

습적인 초음파기기가 이용되고 있으나 초음파기기를 사용

할 수 없을 때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도뇨를 시행한다. 요

도방광조영술을 위한 조영제 주입을 위해서나 요역동학검

사 시에도 이용된다. 

ⅱ 치료목적

전립선비대증이나 방광 내 혈괴 (blood clot), 수술 후 협

착, 요도의 염증성 반응 등으로 인한 방광하부폐색 시 도뇨

를 시행하며,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그

리고 중환자 관리에서 요량을 감시하는 데 쓰인다. 요배출 

곤란을 초래하는 신경인성방광에서도 간헐적 도뇨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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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금기증

급성 요도염, 급성 전립선염, 요도 파열 시 도뇨는 금기이다.

③ 도뇨 준비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시술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시술은 요로감염을 막기 위해 무균적인 상

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구 삽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로

손상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수성 윤활제를 기구에 충

분히 바르거나 요도에 미리 충분량을 주입하여 기구와 요로

점막의 접촉을 원할하게 해야 한다. 특히 윤활제에 국소 마취

제가 섞여 있는 것을 사용하면 시술 중의 통증과 불편감을 줄

일 수 있다.

ⅰ 카테터의 종류

카테터의 크기는 통상 외경으로 표시하는데, 그 단위

는 Charriere’s French scale (Fr)로 표시되며, 1Fr는 

0.33mm이다. 카테터의 크기는 환자와 사용 목적에 따

라 결정되며, 큰 내강을 가진 카테터는 주로 혈괴 (blood 

clot)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요배출이 목적일 때는 외경

이 작은 카테터가 요도분비물의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해 

심각한 요도의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으므로 외경이 작은 

카테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배출을 위해 성인에서는 

대개 14~18Fr의 카테터가 사용되며, 소아에서는 3~5Fr

의 feeding tube가 사용된다. 

1회용 도뇨를 위해서는 주로 직선으로 된 고무나 라텍

스 카테터를 사용하며, 장기간의 요 배출이 필요할 때는 

Foley catheter가 사용된다. Foley catheter의 끝에는 풍

선기전이 있어 방광목에서 요도로 카테터가 이동하는 것

을 방지한다. Foley catheter에는 2-way catheter와 

3-way catheter가 있는데, 2-way catheter는 일반적으

로 요배출 만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3-way catheter는 지

속적인 방광 세척과 동시에 요배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데, 혈뇨 환자나 경요도절제술 후에 지혈과 혈액응고방지

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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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비물

요도카테터 (Nelaton, Foley catheter 등), 멸균 방포, 장

갑, 소독제, 집게 (forcep), 10cc 주사기, 증류수, 수용성 

윤활제

④ 도뇨 방법

ⅰ 남성

먼저 음경과 주위를 넓게 소독한 후 멸균된 방포를 덮는다. 

카테터의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다. 한 손으로 

음경을 가볍게 잡아 수직으로 세워 배꼽쪽으로 향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겸자를 이용해서 카테터의 끝을 잡고 부드

럽게 삽입한다. 대개의 경우 카테터가 앞요도를 지나 바깥

조임근 부위에서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나 이 부위를 통과

하면 쉽게 방광 내로 들어간다. 따라서 바깥조임근 부위를 

통과할 때 환자에게 서서히 심호흡을 하게 하여 이완을 유

도하면 카테터 삽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청결 간헐적 

도뇨인 경우 소변이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기다린 후 부드

럽게 제거한다. Foley catheter의 경우 카테터를 끝까지 

밀어넣고 배를 눌러서 요배출을 확인 한 후 1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증류수를 5cc 정도 풍선 (balloon)을 채운다. 풍

선이 방광입구에 걸릴 때까지 살짝 잡아 당겨서 고정한 후 

urine bag에 연결한다.

ⅱ 여성

여성의 요도는 길이가 짧고 굴곡이 없어서 요도암이나 자

궁암의 요도침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뇨가 

간단하다. 먼저 외음부를 잘 소독한 후 한 손으로 소음순을 

좌우로 벌린 후 다른 손으로 윤활제를 바른 카테터를 잡고 

바깥요도구멍에서 카테터를 약 4~5cm 정도만 전진시키면 

방광 안으로 들어간다.

⑤ 주의 사항 및 합병증

ⅰ  카테터 삽입 시 심한 저항이 느껴지면 무리하게 밀어 넣지 

말고 중지한 후 원인을 밝혀 대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

우 비뇨기과 의사 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원인을 밝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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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합병증 : 혈뇨, 요도손상, 요로감염

⑥ 요도카테터의 제거

1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풍선을 채운 증류수를 완전히 뽑아

낸 후 부드럽게 카테터를 제거한다. 만약 풍선 안의 증류수

를 완전히 빼지 않고 카테터를 제거할 경우 요도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때로 Foley catheter를 제거할 때, 풍선이 꺼지

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다. 풍선에서 먼쪽의 폐쇄일 

때는 바깥요도구멍 부근에서 카테터를 자르면 풍선 내용물이 

배출되지만 대개 풍선 자체의 배출구막힘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방광세척 (bladder manucal irrigation)

① 목적

혈뇨 환자에서 응고된 혈액으로 인하여 방광출구가 막혀 요

배출이 안될 경우, 요도카테터를 삽입하고 혈괴 제거 및 지

혈 목적으로 방광 세척을 시행한다. 또한 소장을 이용한 신방

광대치술 후에 장에서 탈락된 점막들로 인하여 요도카테터가 

막히는 경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광 세척

을 시행한다.

② 방법

ⅰ 혈뇨로 인한 폐색 시

요로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무균적으로 시행한다. 장갑

을 착용하고 Foley catheter의 배출구를 소독한 후 50cc 

enema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50~100c로 방광

을 채운다. 이 상태에서 50cc enema 주사기로 생리식염수

를 주입했다가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혈괴 (blood clot)

를 최대한 제거한다.

ⅱ 신방광대치술 후

방광의 봉합부위에서 복강으로 요누출의 위험성이 있으므

로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며 무균적 시술이어야 한다. 50cc 

enema 주사기를 이용하여 20~30cc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부드럽게 주입했다가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여 방광 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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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Levin tube insertion/removal, blood culture sampling, 

arterial blood sampling, PCN 등 drain irrigation, EKG 등

■ Permission

각종 검사 및 시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검사와 시술의 목

적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  영상의학적 검사 시 조영제 사용 동의서, 검체공여 동의

서, 경피적 신루설치술 동의서, 수술후 통증관리 동의서 등

-  동의서는 SMIS COR 서식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출력하

여 직접 설명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3) Pre-op. 검사결과 확인하기

①  다음날 pre-op를 위해 수술마취 -> 수술스케줄표 출력을 

클릭하여 수술일정을 확인한다. 대개 전날 오후 6시 이후

에는 다음날 수술이 확정되게 됨. 변동사항은 병동담당 레

지던트 선생님께 확인함. 

②  환자선택 -> 수술환자 선택에서 본원환자(본방수술일 경

우)/ COR 환자(암센터수술일 경우)를선택한다. 화면이 나

오면 날짜를 익일로 바꾼다. 오른쪽 위칸의 클릭으로 수술

방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 환자이름을 클릭한다. 왼쪽 

위 수술방 환자이름 옆에 R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③  환자 이름을 선택하면 처방결과 -> 검사결과조회 에서 

시계열란에 클릭, 1M란에 클릭하여 1개월 이내 검사한 

EKG, CXR, PFT, ECHO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60세 

이하는 CXR, EKG만 있으면 되고, 60세 이상은 추가로 

PFT, ECHO를 확인한다. 만일 1개월이내 결과가 없다면 

위쪽의 날자를 입력하는란에 3개월 이전을 클릭하여 지난 

3개월간의 검사결과를 찾도록 한다. Formal 검사결과가 

없다면 시계열의 클릭을 진행으로 옮기고, 검사를 시행했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만일 최근 3개월이내에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주

치의 선생님(또는 병동2년차) 께 noti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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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시행했으나 formal reading이 나오지 않은 경우

라면, EKG는 3층 CCU에 판독을 의뢰하고(오후 10시이

전에 의뢰해야함), CXR은 1층 영상의학과 흉부판독실

에 가서 판독을 의뢰한다.

EKG의 경우 다음날 수술전 새벽에 CCU에 가면 판독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판독된 EKG를 가지고 병실의 환자 

chart에 끼워 놓는다.

CXR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흉부판독실 앞 의뢰

용지에 의뢰내용 적어 문앞에 꽃아두고, 오후 6시 이후

에는 복부/비뇨기 판독실(문앞에 있는 2530으라 써 있

는 전화)에있는 전화를 이용해 verbal reading을 의뢰

한다. 888-050-2530* 누르고 끊으면 당직 영상의학

과 선생님께 다시 전화가 오고, 의뢰내용 말씀드리고 

verbal reading 받으면, 병동기록작성 -> 공통서식 -> 

경과전체 -> 경과기록(free text)를 클릭해 reading 내

용을 남겨놓는다.

-  Formal reading이 있는 경우라면 EKG만 출력하여 환

자 chart에 끼워 놓고, 다른 검사는 formal reading 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4) 병리 슬립지 만들기 & Post-op 처방

①  수술환자 선택에서 환자이름을 클릭한 뒤 환자이름 옆에 

R이 있는지 확인한다. R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술방 오

더를 넣을 수 있다. 병동환자 선택을 하면 W로 나오고, 병

동으로 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한다. 의사처방 -> 

처방으로 들어가서 익일 날짜로 병리과 처방을 낸다.

-  절제조직 블록 6개이하(BP1A201), 절제조직 블록 7개이

상(BP1A202)은 암이외의 절제조직 적출 예상시 입력한

다. 이 처방은 한 묶음으로 우측 클릭해서 검체를 입력한다.

-  악성종양절제(인접림프절) 블록 15개이하(BP1A303), 악

성종양절제(인접림프절) 블록 16개이상(BP1A304)은 암 

조직 적출예상시 입력한다. 이 처방은 한 묶음으로 우측 

클릭해서 검체를 입력한다.

-  동결절편1-2회(BP1A05A), 동결절편3-6회(BP1A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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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절편7회(BP1A05C)는 암이 의심되는 수술시 입력한

다. 이 처방은 한 묶음으로 우측 클릭해서 검체를 입력한다.

-  예상되는 검체 병리 처방을 모두 내렸으면 처방내림을 한

다. 수술명 옆의 2번째 아이콘인 바코드를 클릭하여 실시

예정일자를 익일로 바꾸고 3번째 탭인 병리 바코드출력에

서 절제조직블록/악성종양절제블록/동결절편을 각각 따로 

블록을 잡은후 바코드 출력버튼을 누른다.

-  출력된 바코드를 병동에 있는 ‘병리과 병리검사 의뢰서’ 용

지에 붙이고, 절제조직블록, 악성종양절제블록의 경우 외

과병리에 표시하고, 동결절편은 동결절편에 표시한다. 연

락처란에는 수술방 번호와 작성인턴의 PDA번호를 적어놓

는다. 환자의 챠트를 보고, 용지의 채취부위, 임상진단 및 

병력, 수술명까지를 기입한다.

- 작성된 병리 슬립지는 환자 챠트에 꽃아둔다.

- 비뇨기과의 수술은 크게 5가지 수술부위가 있다.

- Bladder: TUR-B, augmentation cystoplasty,

 Cystectomy- lapa, robot, open

 (cystectomy시 반드시 LN 동결절편 검체슬립을 만든다)

- Prostate:  TUR-P, HoLEP, RALRP, LRP, RPP, RRP 

(prostatectomy시 반드시 urinary bladder, 

urethra 동결절편 검체슬립을 만든다)

-  Kidney & nephroureterectomy: partial Nx, radical 

Nx (partial Nx시 반드시 kidney 동결절편 검체슬립을 만

든다)

- Ureter mass: URS Bx

- Testis (orchiectomy): hydrocele, tumor 

- stone 수술일경우 검체 꼭 챙겨서 병동 가져온다 

(수술방에서 검체 접수 하지 않고 환자에게 검체 보여주고 

병동에서 검체 접수함) 

-  각 수술마다 예상되는 한 검체의 절제조직, 악성종양절제

조직, 동결절편을 모두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

②  수술방 환자선택 화면에서 의사처방 -> 처방으로 들어가

서 익일 날짜로 회복실 처방을 낸다. 처방은 처방화면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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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SET -> 진료과(URO)에서 가장 하단의 필살기란에 

major op(바코드 3장), minor op(바코드 2장)중 수술의 

종류에 따라 한다. 처방내림후 다시 바코드 뽑는 아이콘 

클릭하여 내일 날짜로 바꾸고 첫번째 tap인 바코드출력에

서 처방내린 바코드를 출력한다. 출력한 바코드는 환자의 

차트에 꽃아둔다. 

-  major op:  prostatectomy, cystectomy, nephrectomy, 

그 외의 개복이 필요한 수술

- minor op:  AUS, TUR-B, TUR-P, 그 외의 stone 제거

수술

(5) PCA 협진 의뢰

①  Major op인 경우 마취통증의학과에 IV PCA 협진의뢰를 

내야한다.

②  수술방 환자선택 화면에서 환자선택후 협진 -> 진료협진

의뢰 에서 회신과에 APS(본방인경우), CAPS(암센터인 

경우)를 클릭하고, 회신의는 공란으로 두고 일반에다 클릭

한다.

③  본문 협진의뢰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나면, 1. PCA 경로란

에 IV쪽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5. 수술후 통증관리 동

의서 취득여부 Y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④ 두 가지 란에 표시를 한후 하단의 입력완료를 누른다.

⑤ 좌측 협진의뢰 창란에 협진의뢰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한다.

(6) 수술부위 표시

①  수술 전날 각 병실의 수술예정환자를 찾아가 수술부위 표

시를 한다.

②  수술부위 표시는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이나 유성

매직으로 한다.

③  bladder나 prostate와 같은 mid-line 수술은 배꼽아래에 

표시한다.

④  ureter나 stone 같은 수술은 비록 방광경으로 접근을 한

다고 해도, 좌/우 옆구리에 표시한다.

⑤  표시방법은 집도 교수님의 영문 성함의 첫 이니셜을 쓴 후 

바깥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단, 최한용 원장님의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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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다.

(예: 이현무 교수님 -> L, 최한용 원장님: -> 최)

(7) 설문지 입력하기

①  Prostatectomy & Cystectomy 환자의 경우 IIEF, 

Nephrectomy환자의 경우 QLQ C-30 설문지의 전산입

력을 한다. 

POP ( pf.이규성선생님, ant,post prolift) – 여성성기능 설

문지 입력.

②  환자가 입력한 설문지는 다음날 새벽 병동에 올라가면 인

턴업무 게시판에 붙어있다.

③  환자선택 -> 병동환자 선택 에서 환자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 전자차트 -> 외래기록작성 에서 우측의 서식을 클

릭하여 IIEF의 경우 비뇨기과 -> 설문지에, QLQ C-30

의 경우 신경외과 -> 설문지를 클릭하여 동일한 설문내용

을 전산 입력한다.

④ 전산입력은 반드시 환자의 수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8)  각종 검체 및 혈액, 의료 장비(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운반 (

응급 시)

① 각종 검체 및 혈액 운반(응급 시)

ⅰ  병동에서 응급으로 발생한 검체 및 혈액을 해당 검사실로 

직접 운반한다.

      -  blood sample이나 검체(예, urine, body fluid 등)는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운반요원이나 대차를 통해 해당

검사실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응급인 상황에서 

검체 및 혈액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체나 

혈액을 해당 검사실로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전달하여

야 한다.   

② 의료 장비(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운반

ⅰ  의료용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 의국에 비치

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해당 장소(외래 또는 

수술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ⅱ  촬영이 끝난 후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다시 의국

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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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담당 전공의나 비서에게 촬영한 자료를 인계한다.)

(9) URO-PDS 입력

①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입원, 수술 환자에 대한 URO-PDS 

데이터를 입력한다.

ⅰ  매일 URO-PDS에 접속하여 당일 퇴원, 수술 환자의 

URO-PDS 데이터를 입력한다.

ⅱ  URO-PDS에 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병원 평가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 입력은 절대로 일주일 이상 

밀리지 않도록 한다.

(10) 수술 데이터 관리

① 본원 비뇨기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술 데이터를 정리한다.

ⅰ  수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필요 시 수

술 데이터를 정리한다.

(11) 각종 검사 결과 push

① 업무정의:  검사 결과가 판독을 요구하는 검사의 경우, 비

뇨기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독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검사의 경우, 빠른 검사 결과가 나

올 수 있도록 판독을 시행하는 해당 과에 부탁

하여 협조를 구한다

② 목적:  빠른 검사 결과를 통하여 담당의가 신속하게 진료방

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내용:  검사 결과가 판독을 요구하는 검사가 모두 이 분류

에 해당하고, 검사에 따라 각각의 판독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검사의 push 방법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상의

학 검사의 경우, 두부, 흉부, 복부, 비뇨기, 부인과, 

Bone part 등 각각의 검사에 따라 판독실이 나누어

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의학 검사 

판독 push 를 시행할 경우, 각각의 판독실 앞에 비

치된 용지에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간단한 임상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기입하여 검사실 앞에 비치된 

함에 넣어놓으면 된다. (판독실 마다 push에 대한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독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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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진료

과에서 특별히 지시할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 정보

를 충분히 파악한 뒤, 판독실의 판독 담당 전공의와 

contact 하여 빠른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구두로 

부탁하여야 한다. 급한 push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루고 있지 말고 주치의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다른 사람이 push 를 대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검사 이외의 다른 

검사 결과 판독 push 를 하여야 할 경우, SMIS 상

에서 검사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판독실에 문의하

여 push 방법을 확인한 뒤 정해진 push 방법에 따

라 push 를 하면 된다.

(12) 간단한 환자의 경과 기록 작성 (당일 Lab 결과)

① 업무정의: 입원 환자의 간단한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② 목적:  당일 환자 상태 및 검사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진

료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care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③ 내용:  모든 입원 환자의 경과 기록을 최소한 2일에 한번 

기록해야 한다. 환자의 현재 상태, 그날의 검사 결

과, 향후 치료 계획 등, 주치의 수준의 경과 기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당일 시행한 검사 결과 및 판

독 결과를 EMR의 ‘경과기록’ 에 기록하면 된다. 전

체 환자 숫자를 인턴 내에서 공정하게 분배하여 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Conference 참여

①  비뇨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conference 에 참여하

도록 한다.

②  모든 conference 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술방 업무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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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오
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M 7:00
Journal 
conf. 
(매주)

오
후

PM 5:00
X-ray 
conf.

PM 5:00
Staff lecture 

(2, 4주)
Uro-onco 

conf. (1, 3주)

PM 5:00
X-ray 
conf.

PM 5:00
Case conf. 

(2, 4주)

PM 5:00
Uro-Path 

conf. 
(1주)

(14) 비뇨기과 응급질환

① UROLOGIC EMERGENCY – TRAUMA

비뇨기과 영역에서 응급 환자는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실제

로 시간을 다투어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지체하면 신장이나 고환과 같은 기관의 생존에 영향

을 미치는 응급 상황이 있으며, 요석에 의한 산통과 같이 환

자의 증상에 의하여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뇨기과 응급 상황 중 많은 경우는 손상에 의하며, 손상에 

의한 응급 환자의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비뇨생식기계의 손상은 활동력이 왕성한 20-40대 남자에

서 주로 발생하며, 우리나라 비뇨기과 입원 환자의 4.1% 

(1984-2002년)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추락 타박상 등이다. 장기 별로는 콩

팥손상이 가장 많고, 요도, 방광, 외부생식기, 요관의 순서이

나, 최근에는 요도손상의 빈도가 콩팥손상보다 증가하는 추

세이다.

손상에 의한 응급 상황 중에서 시간을 다투어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신혈관의 avulsion injury, 심한 신손

상과 타장기, 특히 복강내 손상이 동반되어 출혈이 후복강내

에 국한되지 않고 복강 내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는 화급을 

다투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 그 외의 대부분의 손상의 경우 

적절하게 보전적 치료를 하면서, 적절한 검사 및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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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AL INJURY (콩팥손상)

 콩팥은 혈관이 많은 실질 장기이므로 콩팥이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생명

의 위험을 주는 비뇨기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 콩팥은 주위지방조직과 

Gerota근막에 쌓여 있는 콩팥주위 지방이 충격을 흡수하며, 갈비뼈, 등뼈 

및 여러 근육층에 의해 보호되는 후복막에 위치하므로 외상에 비교적 잘 보

호되나, 충격이 심한 경우 손상을 받게 된다.

 수신증, 요석, 종양 등이 있는 경우 쉽게 손상 받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자

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다.

- 원인 및 기전

콩팥손상은 기전에 따라 둔상과 관통상으로 나뉜다. 둔상이 약 90%를 차

지하며, 둔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상해, 운동 중 손상 등이 

많은 빈도를 보인다. 둔상에 의한 경우 직접적인 압박으로 콩팥실질, 집뇨

계 등이 손상을 받는 경우와 급속한 감속형손상 (decelerating injury)으

로 인해 콩팥이 상하, 좌우, 전후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심하게 움직이면서 

콩팥혈관이 찢어지거나 혈관 내막이 찢어져 급성 혈전이 생성되는 등의 

혈관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관통상의 원인으로는 총상과 자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상에 

의한다. 복부 자상의 경우 콩팥손상의 비율은 15% 정도이며, 관통상의 경

우 둔상에 비하여 심한 손상의 경우가 더 많아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신손상의 평가

신손상을 일으키는 외상의 종류와 정도를 기술하는 것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측복부의 혈종이

나 반상출혈, 복부 혹은 측복부의 압통, 늑골 골절, 관통상의 유입부위 등 

신체검사 소견 역시 신손상의 유무 및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 된다.

• 혈뇨:  혈뇨는 신손상을 포함한 비뇨기계 손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신

손상 환자의 75-95%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검사에서 혈뇨의 존재는 신손상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육안

적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심한 신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혈뇨의 정도와 신손상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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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혈관 손상에서는 혈뇨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신혈관 파

열의 36%, 신동맥혈전증의 24%에서는 혈뇨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 동반손상:  콩팥 손상의 60-80%에서 다른 장기의 손상이 동반된다고 보

고되며, 둔상에 비해 관통상의 경우 동반손상이 많다.

• 방사선검사의 적응증

 Miller와 McAninch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먼저 둔상의 경우 전체 2,024

명의 성인 환자 중 출혈성 쇼크가 없이 현미경적 혈뇨만 있었던 환자는 

1,588명이었는데, 이들 중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584명 중 2등급 이상의 

‘의미있는 신손상’ (significant renal injury)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81명의 환자는 1등급의 신좌상 (renal contusion)이었으며, 방사선 검사

를 시행하지 않은 1,004명의 환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이들은 현미경적 혈뇨만 있고 출혈성 쇼크가 없는 성인의 경우에

는 전체의 0.2%

 (3/1588명)미만 만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손상이므로, 비용-효과적

인 측면에서 굳이 방사선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관통상의 경

우 2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많은 수의 ‘의미있는 신

손상’ 환자에서 혈뇨가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아 신손상 등급과 혈뇨의 정도

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230명의 환자 중 신좌상은 76명 

(33%)에 불과하고, 2등급의 경증 신손상이 35명 (15%), 그리고 나머지 119

명 (52%)은 3등급 이상의 중증 신손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통상의 경우에는 혈뇨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

손상이 의심되는 복부나 측복부의 모든 관통상에서 방사선 검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Table 1. Criteria for radiologic assessment

Blunt trauma

• G r o s s  h e m a t u r i a  o r  m i c r o s c o p i c  h e m a t u r i a 
with shock (syst BP<90mmHg) in adults

• Flank or abdominal trauma in pediatr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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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leration injuries

Penetrating trauma
• Penetrating trauma to the flank or abdome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hematuria

•  방사선검사의 종류

 전산화단층촬영술은 신손상의 진단에 있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사선 검

사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술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으며, 3차원적인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신손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산화단층촬영술을 통해 피막하 혈종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

실질 열상의 깊이, 요누출, 비활성 조직의 정도, 신혈관 손상, 복부 내 동반

손상의 유무 등을 알 수 있다. 신우조영술은 전산화단층촬영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신손상의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다. 그렇지만 전산화

단층촬영술이 본격적으로 신손상의 진단에 이용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진

단적 정확성이 떨어져 초기 검사로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신혈관조영술은 신정맥 손상이 의심되거나 전산화단층촬영술에서 확실치 

않은 신동맥손상이 의심될 때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출혈이 지속되는 신손상 환자에서 개복수술을 대신한 치료 목적의 동맥혈관 

색전술 (arterial embolization)을 시행하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추

세이다.

• 신손상의 분류

 신손상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외상수술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의 장기손상등급위

원회 (Organ Injury Scaling Committee)에 의해 계발된 분류법이 가장 흔

히 사용되고 있다 (Table 2, Fig. 1). 4등급의 신손상은 집뇨계까지 연장

된 깊은 신실질의 열상과 국한된 출혈이 동반된 신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신동맥 혈전증과 출혈이 국소적으로 제한된 신정맥의 손상 그

리고 분절 동, 정맥의 손상이 이에 포함된다. 5등급의 신손상은 ‘완전히 파

열된 신장’ (completely shattered kidney)과 신혈관 절단 (avulsion of 

renal pedicle)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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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Renal injury

Grade Type Description

I Contusion
Microscopic or gross hematuria, urologic 

studies normal

Hematoma
Subcapsular, nonexpanding without 

parencymal laceration

II Hematoma
Nonexpanding perirenal hematoma 

confined to renal retroperitoneum

Laceration
<1cm parenchymal depth of renal cortex 

without urinary extravasation

III Laceration

>1cm parenchymal depth of renal cortex 

without collection system rupture or urinary 

extravasation

IV Laceration

Parenchymal laceration extending through 

renal cortex, medulla, and collecting 

system

Vascular
Main renal artery or vein injury with 

contained hemorrhage
V Laceration Completely shattered kidney

Vascular
Avulsion of renal hilum, devascularizing 

the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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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손상의 치료

• 보전적 치료

 신손상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신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등급의 경증 신손상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으며, 진단방법의 향

상과 보존적 치료 기법의 향상에 의하여 이전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던 

일부 중증 신손상 환자에서도 점차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둔상에 의한 신손상의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며, 관

통상에서도 많은 경우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Buckley 등은 4등급의 

심한 신손상의 경우에도 혈류역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라면 보존적 치료로 완

치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입

원기간과 신기능의 보존율에 차이가 없다고 함으로써 보존적 치료의 위험성

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다.

•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의 절대적 적응증은 손상신으로부터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

우와 신혈관의 절단, 그리고 개복시에 확산되고 있는 후복막의 혈종이 발견

된 경우들이다. 5등급 신손상인 신혈관 절단과 심하게 파열된 신실질 손상

은 대부분 신재건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적출술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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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의 상대적인 적응증은 요누출이 있을때 및 비활성의 신조직이 있을때, 

지연 진단된 신혈관 손상, 신장 분절동맥의 손상, 불완전한 손상등급의 결정 

등이다 (Table 3).

Table 3. Indications for Renal Exploration

Absolute

• Persistent renal bleeding

• Expanding or pulsatile hematoma

Relative

• Urinary extravasation

• Nonviable tissue

• Delayed diagnosis of arterial injury

• Incomplete staging

 신실질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요누출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 의해 저

절로 낫게 되며, 요누출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앞서 요관부

목 (ureteral stent)을 유치하거나 경피적 신루설치술 (percutaneous 

nephrostomy) 등 최소침습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열

상에 의해 비활성의 조직이 있을 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지 혹은 수

술적 치료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신동맥 혈전증에 의해 신경색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특별한 치료없이 추적 

관찰하며, 결국 손상신은 위축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32-5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강내 장

기의 손상으로 복부절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적출

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대측신의 기능이 없거나 단일신에 발

생한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한 경우, 외상 후 8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한 경우 등에서는 동맥혈전제거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혈전제

거술 후 신기능이 회복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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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ETER INJURY (요관손상)

요관은 탄력성과 이동성이 있는 구조물로 복막 뒤 깊은 곳에 위치하므로 

외상에 의한 손상은 다른 비뇨기장기에 비해 드문 편이다. 그러나 산부인

과, 외과 등에서 골반강 수술이 증가하고 특히 복강경 수술의 증가에 따라 

의인성손상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요관손상은 신장이나 방광손상과는 다르게 혈뇨의 유무가 손상의 잣대가 

되기 어렵다. 요관 손상은 진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관 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배설성요로조영술이나 컴퓨터단층

촬영의 지연 영상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진단이 즉시 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정수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나 초

기에 진단이 안되어 감염, 요루 등이 발생되어 진단된 경우에는 지연 수술

의 적응증이 되기도 한다 (Fig. 2).

■  BLADDER INJURY (방광손상)

방광은 골반 안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잘 받

지 않으나 소변이 충만되면 방광이 아랫배 쪽으로 팽창되고 방과벽도 얇

아져서 아랫배 외상 시 손상받기 쉬우며,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골절 조각이 방광을 뚫어 방광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방광손상은 복막내

파열과 복막외파열로 분류된다.

방광손상은 대부분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원인은 아랫배 타

박, 교통사고, 추락 등이고 관통상과 의인성 손상에 의하기도 한다.

방광손상의 증상은 아랫배 충

격의 병력이 있으며, 아랫배

에 자상이나 외상이 관찰되는 

경우 의심하여야 한다.

대부분 배뇨가 잘되지 않으며 

간혹 배뇨를 하는 경우 육안

적 혈뇨를 보인다.

골반손상 환자나 배뇨를 못하

는 환자에서, 요도에 혈성 분

비물이 있는 경우는 먼저 요

도조영술을 시행하여 요도손

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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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손상이 없는 경우는 요도카테터 삽입 후 역방향방광조영술이 진단에 가

장 도움이 된다. 촬영 시에는 완전 배뇨 후 사진을 꼭 시행하는 것이 좋

다.

복막내파열의 경우는 복막안에 유출된 소변은 복막자극 증상을 일으키고, 

감염되면 급성복막염을 일으키므로 손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개복술을 시

행하여 방과의 1차봉합술을 시행한다. 복막외파열의 경우 손상이 크지 않

는 경우 요도카테터 유치 만으로 치료될 수도 있으나 방광 내에 큰 혈괴가 

있거나. 심한 파열인 경우, 방광목이 포함된 손상의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

는 것이 원칙이다.

■ URETHRA INJURY (요도손상)

주로 사회 활동이 많은 20-40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골반골 골절이

나 기마상손상 (straddle injury)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요도손상 시에는 

치유화 과정 중에 섬유화 조직이 형성된 후 섬유가 수축되어 요도내경이 

좁아지는 요도협착이 발생하므로 손상 후 치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요도손상은 기마상손상이 주로 원인이 되며 회음부 둔상이나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도손상이 심한 경우 음경을 따라 음낭, 회음

부, 아랫배까지 소변이 유출되고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혈증, 감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뒤요도손상은 주로 막양부에서 발생하며 골반뼈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양부요도가 끊어지게 되면 비뇨생식가로막과 전립선요도

가 분리되면서 전립선과 방광이 위로 전이되어 요도결손의 길이가 길어지

게 된다.

요도손상 시 배뇨곤란이나 급성요폐 등을 호소하며, 요도구에서 출혈이 

있으면 요도손상을 의미하는 중요한 소견이다. 그외 회음부나 음낭혈종이 

관찰되기도 한다. 요도손상이 의심될 때는 역방향요도조영술을 시행하여 

요도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앞요도손상의 경우 요누출이 없이 통증이나 출혈없이 정상적인 배뇨가 가

능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때

는 요도카테터를 유치하여야 한다. 요도조영술에서 손상이 확인된 경우는 

치골상부요로전환술 (suprapuboc cystostomy)를 시행하고 1-3주 후 요

도조영술을 시행하여 확인한다. 요도협착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적

절한 치료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앞요도손상에도 내시경하 1차적 요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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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술이 많이 시도되어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뒤요도손상의 경우 치골상부요로전환술응 시행 후 3개월 후 지연 수술을 

하는 방법과 손상시 일차정렬술을 시행하여 요도카테터를 유치시킨 후 요

도협착 발생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2차 치료를 시행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일차정렬술을 많이 시도하는 추세이다.

■ TESTIS INJURY (고환손상)

고환이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고환이 매우 커지며, 압통이 심하고, 구역, 

구토, 아랫배 압통이 있다. 출혈이 계속되면 혈종이 계속 커지며 압통이 

심해져서 진찰이 어렵게 된다. 초음파검사가 진단에 유용하며, 고환파열

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가에 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파열된 고

환을 복구하여야 하며, 손상이 심하면 고환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② UROLOGIC EMERGENCY : NON-TRAUMA

■ 고환염전 (Testicular torsion)

고환염전 환자는 대개 급성음낭증 (acute scrotum)을 주소로 내원하기 

때문에 급성음낭증 환자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급

성음낭증의 원인 중 고환염전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까지의 시간과 

고환을 보전하는 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고환염전을 감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급성음낭증의 대부분의 환자는 부고환염, 고환 혹은 부고환수 염전,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치 않다.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는 고환의 보전률을 높이고 필요 없는 수술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영상의학적 검사가 비교적 정확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진, 초기 신체

검사 등 임상적 소견이다.

고환염전의 경우, 통증의 시작 시기는 급작스런 통증으로 나타나며 

(abrupt onset), 운동이나 경한 음낭 충격이 동반된 경우도 있다. 과거에 

유사한 통증 경험이 있으면 간헐적 고환염전이 있을 수 있다. 방사통이 있

는 경우는 서혜부 탈장, 부고환염에서는 서혜부의 불편감 및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요관결석에서는 측복부 동통과 연관되기도 한다. 오심 및 구토

는 고환염전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배뇨자극 증상 (dysuria, urgency, 

and frequency)은 부고환염의 경우 동반될 수 있으며, 발열을 동반한 경

우 급성부고환염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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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음낭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학적 검사는 어려울 수 있다. 고환은 때

때로 옆으로 위치 (horizontal lie)하고 부고환이 앞쪽으로 만져지면서, 

윗쪽으로 위치 (elevated position)할 수 있다. Spermatic cord block

이나 정맥 진통 마취제를 주사 후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때

도 있다. 음낭벽의 붉은 발적은 고환염전, 부고환염, 고환 혹은 부고환수

염전, 서혜부 감돈 탈장 등에서 볼 수 있다. Cremasteric reflex가 소실

될 경우 고환 염전을 의심할 수 있다. 부고환염에서는 고환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호전되는 징후가 나타나는 데 이를 Prehn 징후 양성이라고 한다. 

검사실 소견에서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는 부고환염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액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참고할 수 있다. 영사의학

적 검사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컬러도플러초음파검사

가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사의 정확도는 86-

90%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자에 따라서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다. 초음파에서 반대측에 비하여 환즉 고환혈류가 없거나 감

소되어 있다면 고환염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초음파검사를 위하여 치료

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임상적으로 고환염전이 강력히 

의심되면 즉시 시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지속발기증 (Priapisim)

지속발기증은 성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성적인 욕구가 없는데도 지속적으

로 발기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는 sickle cell anemia 가진 사람 또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자가 주사한 

경우 자주 발생 하지만, 말기 암환자, 응고장애 환자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피흐름에 따라서 허혈성인 low-flow와 비허혈성인 high-flow로 나뉜

다. 전자는 정맥의 막힘에 의하여, 후자는 동맥피흐름이 조절되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정맥형과 동맥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속발기증 초기에는 정상적인 발기와 마찬가지로 음경해면체내가 동맥

혈로 충만되는데, high-flow인 경우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만, low-

flow에서는 6시간이 지나면 혈액가스 분석에서 허혈과 산증 (acidosis)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6시간을 음경지속발기증의 정의로 삼는 경우가 많으

며, 이때부터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high-flow인 경우 대부분 통증

이 없다. High-flow인 경우는 대부분 회음부 외상 후에 발생하며, 색도

플러초음파검사 및 동맥촬영술로 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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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기증의 치료는 low-flow의 경우는 먼저 음경해면체의 천자로 배혈 

하고, 알파아드레날린촉진제를 발기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해면체내

로 주사하여 치료한다. 이때 전신혈압을 측정하여 지나친 혈압상승을 예

방하여야 한다. 이상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귀두부 사이 등에 shunt를 시행하기도 한다 (Fig. 7). High-flow의 경우

는 동맥조형술과 함께 속음부동맥색전술을 시행한다.

음경지속발기증의 합병증은 섬유화와 발기기능장애의 발생과 발기능의 

약화이다.

■ Fournier’s Gangrene (Necrotizing Fasciitis of the perineum)

Fournier’s gangrene (FG)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회음부와 생식기

의 진행성 감염이다. 대개는 gram-positive, gram-negative, and 

anaerobic bacteria의 혼합감염으로 나타난다. 위험인자로는 알콜중독, 

당뇨, 영양실조, 고령, 말초혈관질환 등이다. 그렇지만, 건강한 정상면역

을 지닌 환자에서 group A streptococcal necrotizing fasciitis가 발생

할 수도 있다.

FG의 진단은 악취를 동반한 급속히 진행하는 수포를 동반한 괴사성 종창

으로 할 수 있다 (Figure). 초기에는 동통과 고열, 국소 부종 및 홍반 등 

비특이적인 임상양상으로 시작된다. 피부소견에 비하여 정도가 심한 전신

성 독성과 심한 통증 등이 있으면 괴사성 근막염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피부 병변은 홍반, 열감, 심한 압통, 번질거림 등이 있는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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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종창으로 시작한다. 감염은 근막층을 따라서 퍼지며, 심지어는 

수 시간 이내에 음낭부위에서 회음부, 복부까지 진행되기도 하므로 수술

적 응급 상황이다.

치료는 응급으로 combination of broad-spectrum antibiotics을 사

용하며, 괴사 부위를 넓게 정상 출혈이 생길때까지 debridement를 시

행한다. 24-48시간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Hyperbaric 

oxygen therapy가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16-40%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다

■ 감돈포경 (Paraphimosis)

감돈포경은 좁고 단단한 조직의 띠가 있는 꺼풀이 귀두 뒤로 당겨진 뒤 정

상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비뇨기과적 응급 질환이다. 꺼풀

고리의 압박에 따른 순환장애로 조직의 허혈, 림프액이나 정맥의 울혈 그

리고 귀두의 부기와 종창을 초래하며, 심해져 동맥피흐름까지 차단되면 

먼쪽 음경의 괴사나 자가절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Figure).

검사나 치료 목적으로 음경이나 요도를 통한 처치과정에서 주로 생긴다. 

주 증상은 어른에서는 음경 통증이며 소아에서는 막힘에 의한 배뇨장애이

다.

부기로 부푼 꺼풀과 귀두를 5분 정도 압박하여 조직의 부기를 줄이고 귀

두 크기를 감소시킨 후 꺼풀을 정상 위치로 돌려주면 되는데, 심한 경우에

는 국소마취로 등쪽을 절개하여 되돌려주며 근본적인 치료로 환상절제술

을 시행하기도 한다.

Figure. Fournier’s Gangrene of the scr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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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요폐 (Acute Urinary Retention)

요폐는 소변을 볼수 없는 상태로 ‘ischuria’라고도 한다. 항콜린성 약물 등 

약물이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나 흔히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발생한다. 

급성요폐는 방광이 소변으로 차 확장되어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파열

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되면 상부요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응급질

환이다.

위험인자로는 신석,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이 남자에서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여자의 경우 신석이나 요로감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임

신부, 최근 부인과 수술을 받은 여자의 경우 요폐의 위험이 더 높다. 급

성요폐의 원인은 신경학적, 약물학적, 해부학적, 근병증, 기능적, 정신

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흔한 원인으로는 전립선비대

증, 전립선암 및 기타 골반에 발생한 암, 선천성 요도판막, 배뇨근 부조

화(Detrusor muscle dyssynergia), 포경수술, 방광손상, 인공 뇨괄약

근 삽입술 (artificial urinary sphincter implantation), orthotopic 

neobladder 수술 등이 있다. 요폐의 증상으로는 간헐뇨, 복부힘주기, 불

완전배뇨감, 요급박과 함께 약뇨나 세뇨를 특징으로 하고 배뇨를 못하

게 되면 심한 하복부 통증 및 팽만을 야기한다. 방광이 찬 상태가 지속하

면 요실금, 빈뇨, 야간뇨를 일으킨다. 급성요폐가 장기간 지속되면 요로

폐색으로 인하여 방광석, 배뇨근 수축력 상실 (atonic bladder), 수신증, 

배뇨근 비대, 방광게실 (결석,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류속도검사 

및 배뇨 후 잔뇨량 측정이 배뇨능의 형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혈청 PSA 검사는 전립선암을 진단하거나 배제하는데, 혈청 Urea, 

Figure. Paraphi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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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ine 검사는 급성요폐에 의한 신손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요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 방광손상이나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요폐 치료를 위해 요도카테터나 상치골방광루조성술을 즉석

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서 치료는 급성요폐 발생 5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이후 요폐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전립

선비대증에 서는 알파차단제 및 5-alpha-reductase inhibitor의 단독/

병용요법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전립선적출술이나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이 도움이 된다. 인공 뇨괄약근 삽입술 후 발생하는 급성요폐는 대부분 수

술 직후 조직의 부종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10-12Fr. 요도카테터를 

24-48시간 유치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 orthotopic neobladder 수

술 후 4 -25%에서 급성요폐가 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CIC가 적절한 

치료법이다. 30세 이전의 젊은 여성에서 급성요폐가 발생하는 Fowler 증

후군에서는 neuromodulation 치료가 효과적이며 70%의 성공률을 나타

낸다. 급성요폐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에서 초기 치료 후 1주일 

이내 해결된다. 그렇지만 전립선비대증에서는 대부분 재발할 수 있다.

③ 비뇨기계 기타검사 

■ 직장수지검사 (Digital Rectal Examination, DRE)

직장수지검사는 4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서 필요하며 비뇨기계 검사를 받

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실시 되어야 한다.

소변 검사를 먼저 하고 직장수지검사는 마지막에 한다. 직장에서 전립선

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전립선액이 요도로 흘러나와 소변 검사 시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검사는 환자가 서 있으면서 검사테이블에 엎드린 자세 

또는 무릎가슴자세로 있을 때 실시하기 좋다. 서 있는 자세는 환자가 자신

의 넓적다리를 검사테이블에 밀착시키고,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며, 무

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려야 한다. 검사자는 장갑을 끼

고 윤활액을 묻힌 검지를 천천히 항문으로 집어넣는다. 환자에게 긴장을 

풀고 손가락에 적응할 시간을 준 뒤 손가락 한마디만 집어 넣는다. 몇 초 

동안 기다리면 sphincter의 압력은 정상적으로 이완되어 검사 시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 환자가 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전립선 뒤면이 만져

진다. 

전립선의 크기는 약 4X4cm의 밤알 정도로 위는 방광목까지 이며, 전립선

이 커지면 양쪽 엽이 커지면서 깊어지고 안쪽의 고랑이 막히게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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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립선은 길어지고 커져서 양성전립선비대증 증상이 나타난다. 정상적

으로 전립선의 굳기는 주먹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 쪽의 손바닥 볼을 만

지는 느낌과 비슷하며 표면은 평활 하고 탄력이 있다. 급성 염증이 있으면 

크기는 보통이지만, 표면이나 굳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며 압통이 

있다. 전립선 농양이 있으면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그 안에 파동이 있는 부

분이 만져지기도 한다. 단단하다면 전립선 결석이 동반되거나 만성 염증

인 경우이고, 암의 경우 돌같이 단단하다. 전립선에서 단단한 부위가 만져

지는 경우 감별이 중요한데, 특이염증에 의한 섬유화, 육아종성전립선염, 

결핵전립선의 결절, 전립선 결석이나 전립선암일 때 등이다. 

감염에 의한 결절은 전립선의 표면에서 생기고, 그 끝에서 정상 주위조직

으로부터 점차 단단하게 되며, 종양은 그와 반대로 의심스러운 부위 없이 

단단한 부위가 갑자기 가쪽엽 부위에 나타나게 된다. 

■ 전립선액검사 (Expressed proatate secretions, EPS)

환자는 직장수지검사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검지손가락의 바닥으로 

전립선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립선요도를 따라 약간 누르면서 가쪽

에서 안쪽으로 짜내듯 손가락을 굴리며 마지막으로 정낭도 같은 방법으로 

전립선 마사지를 시행한다. 마사지를 시행하여 나온 전립선액을 고배율 

현미경에서 백혈구의 증가로 전립선염의 여부를 진단한다. 마사지의 세기

에 따라 전리선액의 양이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으면 

첫 소변을 10mL받아 현미경검사를 시행한다. 고배율에서 10개 이상의 

백혈구가 나오면 전립선염으로 진단한다. 세균성, 결핵성, 임균 또는 클라

미디아 등을 감별하기 위해 전리선액으로 배양검사를 같이 시행한다. 그

러나 급성요도염으로 분비물이 나오거나 급성전립선염, 급성방광염, 전립

선암, 요정체로 방광이 찬 경우는 전립선마사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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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

 평가는 각 staff과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과장이 최종 평가한다. 

환자 진료에 대한 성실성, 비뇨기 질환에 대한 이해와 술기 능력, 응급질환 

대처 능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① 수술장 복장:  수술복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다. 머리카

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

다. 수술장 밖에 나갈 때는 수술장 신발을 

벗는다.

② 병실 및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

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①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담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 시, 전공의, 전임의, Staff 나 병동 call에 대해 신속

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 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인턴 진료지침서320

조한다.

②  회복실 환자 진료나 병동 환자의 통증 조절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상사에게 물어본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수술: 10점

①  수술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전 평가와 동의서 

작성을 한다.

②  병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담당 전공의와 함께 올

바른 대처를 한다.

③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수술 시 필요한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②  병실 및 응급실에서 비뇨기과 환자에게 필요한 수기에 관

해 정확히 알고, 시행한다

③  병실 및 응급실에서 비뇨기과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시행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필요한 처방전과 마취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 불량, 3-4: 미흡, 5-6: 보통, 7-8: 우수, 9-10: 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및 Staff), 2단계(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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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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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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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일반적	수련목표

1.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성을 함양하고 소아청소년 질환을 이해하여 소

아청소년과 관련된 일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및 집중관리 대상에 대한 진

단, 응급 처치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수기를 숙지한다.

II.	구체적	목표

1.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조사 및 진찰을 시행한 후 병록지를 

기록함으로써 환자의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문의의 진료를 보조한다.

3. 정기적인 야간 당직 근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에 참여한다.

4.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문의의 회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아청

소년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료 기술을 배운다.

5.  소아청소년 질환의 진료에 필요한 검사 및 처치 등 기본적인 술기를 직

접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담회에 참여하여 최신 지식을 습득

한다.

III.	근무지침

1. 출퇴근시간;  인턴 근무시간은 근무부서별 일정에 맞추고 수석 전공의

의 지시에 따른다. 

2. 업무장소;  모든 인턴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혹은 전문의의 지도하에 입

원(동8, 서8, 서9, NICU) 및 응급실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다. 

3. 복장;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인 의사 복장 규정에 따른다.

4.  병동별 배정;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병동별로 업무를 분담한다. 즉, 동8

병동, 서8병동, NICU 및 응급실에 각각 1명씩의 인턴이 배치되어 업

무를 수행한다.

5. 인턴은 당직보고 및 각종 집담회에 참석한다.

6. 인턴은 각종 의무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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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직;  당직 인턴은 비당직 인턴으로부터 당직 시 담당할 환자의 제반 

상태, 주의 및 확인 사항에 대해 인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직 

인턴은 당직이 끝난 후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각 병동 인턴에게 환

자를 인계한다. 당직 인턴은 당직 중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소아

청소년과 당직 전공의에게 상의하고 보고한다. 당직 중 발생하

는 특이 사항은 기록으로 남긴다.

8.   인턴이 근무지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수석전공의, 담당 전문의 혹은 관

련 의국원에게 알린다.

9.   인턴은 소아청소년과의 담당 전문의 및 의국의 승인 하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IV.	진료지침

 소아청소년과 인턴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근무지침은 상기한 바와 같으며, 

소아청소년 질환과 관련하여 각 병동에서 담당해야 하는 술기 및 검사와 아

래와 같다.

1. 동8병동

• hormone test

• Manteux test

• 6 minute walk test

• 24hr pH monitoring test 후 probe removal

• Nasal aspiration for viral culture(RSV, influenza, H1N1..)

• L-tube insertion

• blood culture(말초혈액, 중심관혈액), ABGA

• 각종 dressing(Bx site, chest tube, C-line..)

• 검사실 갈 때 환아 monitoring (sedation시); MRI, CT

• 각종 permission

2. 서8병동

• 골수검사 혹은 요추전자와 같은 검사시 전공의 보조

• Vesicant injection

• Nasal aspiration for viral culture(RSV, influenza, H1N1..)

• L-tube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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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culture(말초혈액, 중심관혈액), ABGA

•각종 dressing(Bx site, chest tube, C-line..)

•검사실 갈 때 환아 monitoring (sedation시); MRI, CT, sono

• 각종 permission

3. NICU (신생아중환자실)

• 검사 혹은 surfactant 투여와 같은 Procedure 시 전공의 보조

• Nasal aspiration for viral culture(RSV, influenza, H1N1..)

• blood culture(말초혈액, 중심관혈액), ABGA

• 각종 dressing(Bx site, chest tube, C-line..)

• 검사실 갈 때 환아 monitoring (sedation시); MRI, CT, sono

4. 응급실

• Nasal aspiration for viral culture(RSV, influenza, H1N1..)

• L-tube insertion

• blood culture(말초혈액, 중심관혈액), ABGA

• 각종 dressing(Bx site, chest tube, C-line..)

• 검사실 갈 때 환아 monitoring (sedation시); MRI, CT, sono

• CPR보조- Chest compression or Bag Mask ventilation

• 요추 천자와 같은 검사시 전공의 보조 

• 각종 permission

V.	평가

1. 평가요소

1) 기본 소양

(1) 용모, 복장: 10점

-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하며,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인 복장 규정을 준수한다. 

(2) 대인관계: 10점

-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 보

조한다.

-  의사 이외의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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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  각자 맡은 근무 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에는 수석 

전공의, 담당 전문의 혹은 과장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  근무시 병동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

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 태도: 10점

-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습득 의욕

(1) 집담회 등 교육 참석: 10점

- 과내 집담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  전공의나 교수의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관찰한다.

4) 임상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통해 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파악

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담당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  소아청소년 질환의 진료에 필요한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

며 시행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자 :  본인 (1차) 교육 담당 수석의 (2차) 근무지별 담당 교수 (3

차), 과장(4차)

3. 평가 시기 : 근무 종료 전까지

4.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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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 혹은 의국장), 3

단계(진료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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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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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신경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필요한 신경 해부학 및 

신경과 검진에 대해 습득한다.

2.  신경과 질환, 특히 응급실에서 자주 진료하게 되는 신경과 질환에 대한 

접근, 진단 및 치료원칙에 대해 학습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인다.

2.  교육 수석 전공의 지도하에 신경 해부학 강의를 받고 내용을 숙지한다.

3.  신경과 검진 방법에 관한 동영상 (약 2시간)을 보고, 환자에게 시행하

여 보며, 정확히 숙지한다.

4.  신경 해부학 및 신경과 건진 방법을 통해 lesion localization 이론을 

학습한다. 

5.  뇌척수액 검사 방법에 관한 동영상 (약 30분)을 보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며, 주치의 감독하에 환자에게 수행한다.

6.  응급실 담당 전공의와의 연계를 통해 응급실 내원하는 신경과 환자 군

을 이해하고, 환자 진료 및 과내 발표를 수행한다. 

1) 두통 환자 1례

2) 어지럼증 환자 1례

3) 뇌경색증 환자 1례

III.	근무	지침:

1. 신경과 인턴 구성: 15일씩 교대하여 수행

1) 15서 병동 담당

2) 15동/EMU 병동 및 외래 담당

2. 기본 근무 수칙

1)  아침 7시 30분 까지 14동 병동 신경과 의국으로 출근 오후 6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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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교대하며 퇴근한다.

2)  전날 당직 인턴은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당직보고지를 작성하

며, 당직 보고 후 진단명을 정리한다.

3)  당직은 재활의학과 인턴과 병동당직을 3명이 교대로 시행하며, 신경

과 인턴은 응급실의 신경과 환자에 대한 당직을 추가로 수행한다.

4) 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집담회에 참석한다.

IV.	진료지침

1. 병동업무

1) 목적:  신경과 병동 환자에 대한 이해 및 간단한 평가 방법에 대해 숙

지한다.

2) 내용

(1) 일반적 처치 (병실 수기)

① L-tube insertion

② Foley catheter insertion 및 CIC 

③ T-cannula change 

④ ABGA

⑤ Blood culture 

⑥ Dressing

⑦ EKG

⑧ MMSE 시행

-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

억회상, 언어, 그리기 항목을 평가하는 간이 인지기능 검

사로, 총 30점 만점으로 시행

-  Reference: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

도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5(2), 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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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Lumbar puncture 시행 혹은 검체 받고 정리하기

- 방법

ⅰ 자세를 정확하게 한다. 

<옆으로 누운 자세>

- 옆으로 눕히고 침상가장자리에 오게한다

- 무릎, 허리, 등, 목을 굽혀 새우등을 만든다

- 어깨와 골반을 침상면에 수직으로 만든다

- 척추가 침상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앉은 자세>

-  침대끝에 앉히고 침상옆 스탠드위에 큰 벼개를 두개 

겹친위에 기대어 엎드리게 한다 

ⅱ 부위를 정한다.

- 일반적으로 L3-L4간 위치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ⅲ  요추천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표피를 깨끗이 소독한 후 

국소마취 시킨다. 

ⅳ 바늘을 찌른다. 

-  요추천자 바늘 (Needle굵기 - 성인 22gauge)의 끝

부분 및 안쪽 침(stylet)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표

피를 살짝 찌른후 피검자의 머릿방향을 향해 바늘

을 전진 시 킨다. 이때 바늘의 전진방향은 가시돌

기 (spinous processes)와 평행이 되도록 한 다. 바

늘이 인대(ligamentatum), 경막( dura), 지주막 

(arachnoid)부위를 통과할 때 약간의 저항감을 감지

할 수 있다. 바늘을 찌르다 뼈에 닿으면 방향을 바꾼

후 다시 실시한다.

ⅴ  바늘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면, 맑은 밀집색의 뇌척수액

이 바늘을 통해 떨어지기 시 작한다.

ⅵ 요추천자의 적응증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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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터와 마개에 부착된 압력계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의 

압력을 측정.

   정상범위는 70-180 mm

<뇌척수액 채취>

- 적응에 따라 따로 검체를 채취

- 단백, 당분과 혈청학적 검사

- 그람염색, 균배양, 감수성 검사

- 특수검사

ⅶ 침을 빼고 거즈를 댄다

ⅷ 검사후 안정시킨다.

-  때에 따라서는 요추천자후  바늘구멍을 통해 뇌척수

액이 누출되어 환자는 요추천자후 두통을 호소할 수

도 있다.

-  과내에서 직접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참조

- Reference:  Adams and Victor’s Neurology, 9th 

chp2. Special techniques for neurologic 

diagnosis

(2) 동의서

① CT (주로 brain CT), MRI

② TFCA

③ Lumbar puncture

-  중요한 complication 으로 post-lumbar puncture 

headache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

서 받으며 설명하도록 한다. Post-lumbar puncture 

headache 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은 postural headache

으로 누워있을 때는 괜찮으나, 앉거나 서면, 두통이 유발

되는 양상으로, brain MRI 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시 되면, bed rest 나, blood patch를 

통해 치료 할 수 있다.

-  흔하지 않으나, lumbar puncture에 의한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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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brain herniation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3) 위험 환자 관리

①  Confusion state 혹은 의식 저하 환자의 검사 중 

monitoring

②  MRI 검사 시 sedative drug IV injection.

- Midazolam 3mg ~ 10mg 까지 사용

-  Respiratory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aturation 을 주의 깊게 관찰 한다.

③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respiratory failure 시 CPAP 사용 

및 ambu bagging 시행

(4) 응급처치

① 병동 CPR시 주치의 보조

②  Acute ischemic stroke 환자 발생시 (응급실 혹은 병동), 

acute stroke sheet 및 동의서 전달 및 주치의 보조

(5) 기타

① EMU 검사 보조 –   WADA 검사 세트 준비

-   WADA 란 Pentobarbital 을 한쪽 ICA 에 주입하여 일시

적인 한쪽 hemisphere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언어 및 

기억력의 우성(dominance)를 평가하는 방법

② VOG 장비 이동 보조

2. 일반업무 및 진료과 집담회 참여

1) 목적:  집담회 및 과내 교육행사에 참여하여 신경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내용

(1)  아침 당직보고 준비 (응급실, 병동 신환 보고하는 시간에 환

자명단 출력 및 PACS 준비)

(2) Conference 준비 및 참여

NGR: 강의 동영상 촬영 및 저장

3. 학습 및 환자 진료

1) 목적:  신경과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진료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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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1)  신경해부학, 신경학적 검진에 대한 교육을 교육담당 혹은 치

프 전공의에게 받고 수행평가를 시행, 이에 통과 하여야 함.

(2)  신경학적 검진, 뇌척수액 검사 비디오 시청 및 수행

(3)  병동 신환 혹은 응급실 당직 수행시 환자를 주치의에게 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주치의와 토의 후 직접 환자의 질환에 대해 

조사한 후, 인턴기록을 작성하고, 다음날 당직보고에서 발표

한다. 총 3례 이상 수행하도록 함.

월 화 수 목 금

7:30 – 9:00
당직 

보고

당직 

보고

Topic semi-

nar or case 

conference

당직보고 당직보고

9:00 – 10:00

10:00 – 12:00

12:00 – 01: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신경과 

통합미팅

Journal 

review/

Radiology
16:00 – 17:00

Stroke 

round

Headache 

conference

17:00-18:00
Neurosci-

ence center 

conference

NGR

Stroke round: 본관 14층동병동신경과의국
NGR: 본관중강당 1번 or 2번방
Topic seminar or case conference: 본관 14층동병동신경과의국
Headache conference : 본관 14층 동병동 신경과의국
Neuroscience center conference:  본관중강당 1번/2번방혹은뇌신경센터 

외래 2층외래회의실
Journal review / staff lecture / Neuroradiologic conference: 
본관 14층동병동신경과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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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 10점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신경과 검사실 파트 등 전공의와 교수진 외에 다양한 파트

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인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①  무단이탈 시 교육수련부에 즉시 보고하며 24시간 경과 시

에 해당월의 인턴 성적은 0점으로 책정하며 인턴 업무의 

분담은 나머지 인턴들에게 고르게 분배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3) 지식 습득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모든 교육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한다.

-  모든 morning conference, movement conference, 

NGR 및 staff lecture 에 참여하여야 함. (미참석시 마다 

-1점)

②  신경 해부학 및 신경학적 검진 교육을 받고, 신경학적 검

진 및 뇌척수액 검사 비디오를 시청

-  신경학적 검진 및 뇌척수액 비디오 시청 검사 (미시행시 

-2점씩)

-  신경 해부학 및 신경학적 검진 교육후 시행하는 시험 통과 

(미통과시 -2점씩)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본인이 발표하게 되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공부한다.

- 환자 발표 3례 이상 수행 (미수행시 1례당 -2점씩)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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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정된 환자 파악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뇌척수액 검사 방법을 정확하게 익힌다.

② K-MMSE 검사 방법을 정확하게 익힌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해당 월의 인턴미비를 10개 미만으로 유지한다. 

2. 평가방법

1)  다음의 항목에 대해 탁월(9~10), 우수(7~8), 보통(5~6), 미흡

(3~4), 불량(1~2)으로 평가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교육 수련부에

서 제시하는 인턴근무평가양식으로 총점은 합계가 100이 되도록 평

가한다. 환자 진료 시행 및 당직보고 발표 시 마다 추가 평가 점수를 

준다.

2)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과장)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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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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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인턴 근무 지침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일반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 지식, 진료능력

을 배운다. 

2.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의 특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윤리 및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상황에서의 윤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적인 접근법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   환자에 대해 적절한 면담을 통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하며, 이학적, 신

경학적 검사 및 정신상태 검사, 기타검사를 수행하여 올바른 임상적 진

단을 내리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II.	구체적인	수련목표

1.   정신건강의학과 인턴은 배정된 1개월의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보

호병동, 개방병동, 낮병원, 응급실 및 외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진료에 참여한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세를 익힌다. 

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접근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4.  환자의 증상이 뇌손상이나 대사성질환등의 신체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

별하는 포인트를 배운다.

5.  자살/자해, 폭력, 이탈 등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안전 수칙을 습득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석의 및 전공의를 돕는다. 

III.	근무지침

1. 출퇴근  

1)  출근은 8AM 이며, 6PM 경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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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AM 출근, 12PM 경 퇴근)

2)   출근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당직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병원 입,퇴원 

환자 및  응급실 방문환자를 파악해서 기록하고 당직 전공의의 확인

을 받는다. 

2. 업무장소

1)  기본은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A6W)로 한다. 

2)  외래 예진, 개방병동(A5S)의 도움이 요청이 있을 경우 유동적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3) 정신건강의학과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3. 복장

1) 기본적으로 청결하고 정갈한 상태를 유지한다. 

2)  남자선생님은 넥타이에 정장을 기준으로 하고 여자선생님도 그에 준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단, 여름에는 남자 선생님의 경우 넥타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직 교대시간 및 당직보고 

1)   당직은 정신건강의학과 인턴과 피부과 인턴이 격일 (EOD)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직 근무 시간

평일 6PM ~ 8AM

토요일 12PM ~ 일요일 10AM

일요일(또는 휴일) 10AM~ 익일 8AM

3) 당직 근무 해당 병동 및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A6W), 개방병동 (A5S), 피부과 병

동, 그 외 정신건강의학과 및 피부과 환자

   

5. 기타

1)   소속과의 일정으로 당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때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인턴 당사자 조정 및 소속과 수석의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2)  근무 중 담당 파트 장소에서 위치 이탈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의

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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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보호병동(A6W),	개방병동(A5S)	

-    보호병동에서는 병동 수석의와 인턴교육담당 전공의의 지도 하에 입원환

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와 치료에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  재원환자의 병력 및 치료 경과를 파악하고, 보호병동 병동 미팅, 병실 회

의 및 전체 회진에 참여한다.  

-  병동 환자 안전 관리 수칙 (자살/자해 관련 지침, 격리/강박 지침 등)을 

숙지한다.

-  보호 병동 입원환자의 치료 프로그램 중 주중 산책에서 인솔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탈이나 자살/자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병동 외 검사, 진료 등에 환자

를 인솔하여 환자의 안전을 돌본다. 

- 전기파동요법 프로토콜을 숙지한 후 전기파동요법 전과정에 참여한다.

3.2	낮병원	업무	수칙

-   낮병동 업무에서 각 병동 수석의 및 주치의의 지도 하에 필요한 진료와   

업무에 참여한다.

-  낮병원 건강교육 시간에 1시간을 주 치료자로 참여하여 건강을 주제로 낮

병원 환자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3.3	응급실	업무	수칙	

-   정규 근무 시간 및 당직 근무 시간 중, 당직 전공의의 요청에 따라 병동수

석의와 협의 후,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환자 (응급실, 협진)의 진료에 참여

한다. 

3.4	외래	업무	수칙

-   외래에서 인턴은 행정수석의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초진 및 신환 예진을 

시행하거나 교수 외래진료를 보조하여, 이를 기회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평가와 외래 치료 과정을 익힌다.  

-  주 3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수석

의와 상의한다. 

월요일 오후 : 윤세창 교수님 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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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전 : 김도관 교수님 예진

금요일 오전 : 이동수 교수님 예진

3.5	당직	근무	수칙

-    정신건강의학과 당직 호출의 경우 인턴 업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인턴 

업무에 속하는 의학적 처치에 해당함 (EKG, ABGA, culture, dressing, 

CSF tapping, ascites tapping, thoracentesis, CIC, foley insertion, 

L-tube insertion, BM biopsy 등)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 및 행동 문제 등으로 인한 

처치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당직 주치의의 업무이며, 인턴

은 단독으로 진료하지 않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당직 주치의에 동반하

여 주치의를 보조한다.

-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인하여 처치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당직 주치의를 호출하여 당직 주치의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  문제상황 발생시 아래 backup system에 따라 보고한다. 

당직 주치의 -> 병동 chief -> 당직 임상강사 

-   야간 당직 시 피부과 인턴은 환자 진료 외의 정신건강의학과 업무 (예: 정

신과 학술회의 또는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   근무 중 담당 파트 장소에서 위치 이탈 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IV.	진료지침

1. 정신과적 면담 및 환자평가

1)  인적사항(Identification): 성별, 나이, 출생 및 성장지, 교육, 직업, 

결혼여부, 정보제공자

2) 주소 (Chief complaint): 환자가 병원을 찾은 이유

3) 현병력(Present Illness)

병원을 찾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현 증상의 성질은 어떤 것

이고 동반되는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본다.

특히 초기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그것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시

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또한 증상으로 인해 환자의 일상생

활과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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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한다. 최근의 수면 및 식사 상태를 파악한다. 증상의 유발

인자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중요한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타 병원의 소견서나 본원의 정

신과 입원 혹은 외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참조한다.

4) 과거병력(Previous Illness)

환자가 이전까지 앓았던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을 

파악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과 

그곳 병원에서의 진단명 및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아낸다. 음주 및 습관성 약물 남용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5) 가족력 및 개인력 (Family and Past Personal History)

가족 및 개인 과거력이 현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청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에도 현재 동거 가족과 특징적인 가족상황 및 개인 과거력을 간

략히 파악한다.

6)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7) 정신상태 검사

(1)   일반적인 외모 및 태도 및 행동 (General Appearance, 

Behaviour & attitude)

(2) 언어 (speech)

(3) 사고 (Thought)

사고과정 (thought process)

사고내용 (thought content)

(4) 기분과 정동 (mood and affect)

(5) 수면, 식욕, 체중 (vegetative symptom)

(6) 지각 (perception)

(7) 의식 및 인지기능 (Sensorium and cognition)

(8) 병식 (insight) 

2.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할 5가지 사항

1) 안전사항

2) 뇌손상 및 신체질환

3) 환자가 psychotic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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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해 및 타해 가능성

5) 환자의 자기 관리 (self-care)정도

3. 자주 접하는 정신과적 문제들

1) 급성정신병적 상태

-  Delusion, hallucination, bizarre behavior, loosening of 

association etc.

-  Schizophrenia, manic or depressive episode, organic 

mental disorders

- Stupor (catatonic, depressive vs. organic)

- Aphasia vs. formal thought disorder

- Mutism – depression (psychomotor retardation)

2) 정신과 약물의 Adverse effects

- Acute dystonia, akathisia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Anticholinergic effects

- Excessive sedation

- Seizure

- Agranulocytosis

3) 정신과 약물의 overdose and toxicity

- Antipsycotics

- Antidepressant

- Lithium

- Benzodiazepines

4) Violence

- 나타날 수 있는 질환

psychotic disorder, alcohol or drug intoxication, 

withdrawal from alcohol, organic mental disorders, 

catatonic excitement, personality disorder etc.

- Best predictor: a history of violence

-  1st goal:  prevention of immediate violence next, 

diagnosis 

- be supportive and nonthreatening,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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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강박 등을 시행할 수 있

음을 경고

-   약물 투여 및 강박 중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약물 투여

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임을 설명

-  의사 자신의 방어: 환자와 직접 대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청취 난폭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절대 혼자 면담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선다. 환자를 등 뒤에 두고 돌아서지 않

는다. 넥타이, 목걸이, 안경 등은 미리 벗어 놓는다.

-  강박은 반드시 훈련된 요원이 시행하도록 한다. 강박 후 대개 

안정을 위해 약물을 투여한다.

-   약물 투여는 진단에 따라 antipsychotics (haloperidol or 

olanzapine, IM)이나 benzodiazepine (diazepam, IVS or 

lorazepam, IM)을 투여한다. 투여 후 20-30분이 지나도 조

절이 안되면 재시행 한다.

5) Suicide

- 질환:  depression, schizophrenia, alcohol dependenc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dolescent turmoil 

etc..

-  Family history, previous history of suicidal attempt

-  이미 attempt한 환자의 경우 physical condition에 대한 

evaluation 및 management를 충분히 한다.

-  직접적으로 suicidal ideation, plan, attempt에 대해서 물어

본다.

-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보호병동으로 입원시킨다.

6) Alcohol intoxication

-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 필요하면 restraint, 불

가피한 경우 lorazepam 2mg IM or chlordiazepoxide 10-

25mg PO

- Wernicke’s Encephalopathy

- Alcoholic hallucinosis

7) Delirium Tremens

- 술 끊은 지 24-72시간 내에 가장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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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ired sensorium, marked autonomic hyperactivity, 

tremor, seizure, hallucination, agitation, lethargy, 

insomnia

-  입원치료가 원칙, 보호자가 붙어서 close observation, 

supportive environment

-  Prevent exhaustion, correct electrolyte, and fluid 

imbalances

- Avoid physical restraint

- High calorie, high carbohydrate, vitamins

- Chlordiazepoxide, lorazepam -> haloperidol

8) Other Substance Abuse

- Amphetamine/metamphetamine

- Cocaine

- Marijuana

- Methadone

- Benzodiazepine

- Opioid

- others

9) Panic disorder

-  Spontaneous, episodic and intense periods of anxiety 

(lasting about 30minutes)

-  Palpitation, sweating, shaking, dizziness, shortness of 

breath, fear of dying, going crazy or losing control

-  충분한 med i ca l  W/U 필요 (hype r thy ro i d i sm, 

pheochromocytoma, hypercortisolism, intoxication, 

mitral valve prolase etc.)

-  Benzodiazepine – alprazolam, clonazepam, lorazepam etc.

10) Anxiety

- 원인 파악이 중요:  organic disorders (arrhythmia, 

hyperthyroidism etc) 먼저 R/O major 

depression, psychosis, panic disorder, 

s i tuat ional  anxiety,  substance 

abuse, personality disorder, neurotic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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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따른 management:  supportive psychotherapy and 

benzodiazepines

11) Hyperventilation Syndrome

- Hypocapnia and respiratory alkalosis

-  Dizziness, light-headedness, fainting, paresthesia, 

carpopedal spasm

-  숨을 참고 천천히 쉬도록 하며, 잘 협조가 안되면 paper bag 

등을 뒤집어 씌우고 내쉰 숨을 다시 들이쉬도록 한다. 

- 안정을 위해 benzodiazepine이 도움이 된다

12) Insomnia

-  원인 파악이 중요 (alcohol, caffeine and other stimulants, 

sedative-hypnotics 기타 abuse drugs) (medical 

conditions)

- Bed partner의 의견 중요

- Sleep hygeine이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여부 

-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13) Emotional Crisis-

- Underlying personality 및 current stress에 대한 파악

- Suicidal risk에 대한 evaluation

- Psychotherapy

- Benzodiazepine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정신과 전기파동 요법 지침

1) 적응증 

:  주로 severe depression, suicidal idea, 다른 medication에 

effective하지 않을 때 

2) ECT전에 준비할 것

(1) 하루 전에 preECT MMSE 시행

(2) preOP 준비하는 것과 유사함. (ECT로 인한 complication방지)

-ECG 판독받기: 본관 3층 심장내과중환자실

-brain MRI 판독받기: 별관 지하3층 신경판독실

-whole spine 판독받기: 별관 지하3층 근골격계 판독실

3) ECT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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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T 내려가기 전에 준비물 확인한다. 

초시계, 켈리, 면봉, electrode, 스킨플라스터

(2) ECT 기계 끌고 환자 따라간다. 

(3)  본관 수술방 회복실에 도착하면 1번 혹은 2번 라인에 기계 

놓는다. 

(4)  기계 전원(회색코드) 연결한다. 

(5) 왼쪽 서랍에서 코드 2개 꺼내서 각각 연결한다.

(6)  코드에 각각 electrode를 연결한 후 EKG

(큰 스티커가 EKG용, 작은 스티커가 EEG용)

(7)  플라스터로 이마와 왼쪽 귀 뒤 머리를 넘겨서 고정한 후 알코

올솜 옆에 두기

(8)  오른쪽 서랍에서 켈리, 면봉, 초시계를 꺼내고 혈압계 준비한다.

(9)  환자의 왼쪽 발목에 혈압계 감아놓기만 하고, 면봉은 깨끗하

게 반으로 잘라서 놓는다. 

(10)   마취과 선생님 오셔서 lidocain – propofol or etomidate- 

succinylcholine 순서로 약 주입한다. Succinylcholine 주

사하기 전에 혈압계를 270~280정도 올린 후 켈리로 잠근다.

(11)   mouth piece 물릴 때쯤 shoot 준비를 한다 – 이 때부터 

주의해서 타이머를 들고 보고 있으면, 작게 “shoot 한다” 

고 말씀하고 shoot을 하신다. 그러고 나면 tonic – clonic 

SZ가 bp cuff 이하 다리에서 보이는데, 이 시간을 재서 말

씀드린다. (tonic이 3초, clonic이 10초면 “3초 10초 합해

서 13초입니다”)

(12)  타이머 사용법: 오른쪽 한번 – 타이머 돌아가기 시작

그 다음 왼쪽 – 1차 (tonic) 정지, total은 돌아가나 화면에 

안 나타남

다시 왼쪽 – total이 움직이는 화면 나옴

다시 오른쪽 – total도 일시멈춤. 

(13) SZ가 끝나면 즉시 cuff를 풀어놓는다. 

(14)  기계 라인 정리하고 머리에 붙인 전극을 티슈로 깨끗이 닦

는다.

4) ECT 끝난후 

-  EEG를 선생님에게 받아서 tonic, clonic 별로 복사해서 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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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리한다. 정리한 파일은 의국에 있는 ECT 파일에 꽂아 놓기

-   다음날 아침 10시에 postMMSE 시행한다. (다음날 

preMMSE와 동일)

-  전자파동요법동의서, 특수치료동의서, MMSE, 전자파동요법

치료기록을 복사해서 ECT 파일에 정리한다. 

- 보통 8회 실시하고 월, 수, 금요일에 시행합니다. 

V.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진료	지침	

1. 응급진료의 목표

1)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하여 초기 진단을 내리고, 유발인자를 

찾는다. 

2) 즉각적으로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3) 치료를 시행하거나, 가장 적합한 진료를 받도록 의뢰한다. 

2.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할 5가지 사항

1) 안전사항

2) 뇌손상 및 신체질환

3) 환자가 psychotic한지 여부

4) 자해 및 타해 가능성

흰 녹

빨

BP c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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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의 자기 관리 (self-care)정도

3. 환자 평가시 주의 사항

1) 환경

응급실의 낯설고 어수선한 분위기 자체가 환자를 자극하여 더 

anxious, irritable 또는 paranoid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금기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와 함께 별도의 면담실로 인도한다. 

현재의 상황과 치료진은 환자를 도와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해서 안심시킨다. 이러한 설명은 환자가 mutism, catatonic or 

severely depressive 하여 스스로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거나, 의

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2) 보호자 면담

응급실에서는 대개 먼저 보호자로부터 내원하게 된 사유와 환자

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환자에 대한 검사 및 면담을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문제와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파

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단 두 사람이 면담하는 것은 위험

하다. 면담 시 얘기된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지시킨다. 

3) 안전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으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미리 연락하

여 이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진료를 시행한다. 치료진들에게 필요

할 경우 지시를 통하여 신속히 화학적 또는 물리적 강박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둔다. 환자에게 응급실 내에서

의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강박할 수도 있음을 

알린다. 대개의 경우 환자 곁에 보호자를 상주시킨다. 강박이 시

행된 경우, 진료 지침에 따라 자주 관찰하고 V/S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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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flow

1. Vital sign은 꼭 하도록 !! (정신과 환자라고 안하는 경우 있는데 꼭 !!)

2.  Hx.는 응급실 기록 -> 응급실 -> 공통기록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사항만 

채워주면 됨. 

내원경로 : 누구랑 왔는지

주소 : 주증상만

현병력 : 과거 진단명이 있으면 쓰고 현재 발병에 기초해서

과거력 : 신제질환, 정신과 과거력

Current medication  :

중요!(Lithium, valproate, carbamazepine, TCA(antidepressant, 

antipsychotics..)

가족력: familial loading(정신과 질환이 있는지)이 있는지, 

누구와 같이 사는지.

정신과 질환에는 자살, alcohol등도 포함

개인력: 직업, 음주, 흡연력만

계통문진: 있는 것만

MSE : 중요 !! 자신이 면담한 것을 쓰면 됨. 

3. Hx. 끝내고 나서 Lab은 다음에 한해서 실시

1) 다른 medical condition이 있을 때 

2) Old age (60세 이상)

3) 정신과 질환이 지금 처음일 때, acute onset일 때

4) 최근 1주일 이내 자살 시도 (약물복용, wrist cutting…….)

5) Delirium 

6) Alcohol problem이 있을 때

7) Vital sign 불안정할 때 

 Lab은 기본 응급실 lab

  Mood stabilizer복용중인 환자라면 각각의 mood stabilizer level 

check 

: 예를 들면 valproate먹고 있으면 valpoic acid 

Lithium 먹고 있으면 lithium

Carbamazepine 먹고 있으면 carbamazepine

4. Hx.를 하면 notify to 정신과 당직 

manage안되는 상황에선 정신과 당직 call하여 자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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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평가	

1.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①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ⅰ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ⅱ 남자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넥타이를 착용한다.

②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10점

ⅰ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ⅱ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①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 10점

ⅰ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담

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②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 10점

ⅰ   근무 시, 병동 (A6W, A5S call) , 외래, 다른 전공의 call

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친절한 진료태도 : 10점

ⅰ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ⅱ   환자와 간단한 면담을 하면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접근법

을 배운다.

(3) 지식 습득 의욕   

①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ⅰ 과 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② 배우려는 자세: 10점

ⅰ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회진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조한다.

ⅱ  보호병동 환자를 파악하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

문사항이 있을 시 상사에게 물어본다.

ⅲ 외래예진에 참여하여 정신과 면담을 배우고 활용한다.

(4) 임상 능력

① 환자 파악 및 회진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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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병동 환자에 대해 입원 경유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다.

ⅱ   병동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신과 환자의 전반적 상태

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을 시 담당 전

공의, 병동 수석의와 함께 올바른 대처를 한다.

ⅲ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②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ⅰ 필요한 처방이 있을 시 적절한 처방을 올바르게 한다.

ⅱ 환자 검사할 때 필요 시 환자의 안전을 담당한다.

ⅲ 환자 산책 시 다른 치료진과 함께 안전을 담당한다.

ⅳ 낮병원 환자 교육을 환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③ 의무기록 작성: 10점

ⅰ 충실성: 필요한 처방전과 마취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ⅱ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보호병동 수석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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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인턴 수련 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처치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익히며, 또한 전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일반의, 타과 전문의, 피부과 1년

차로서 갖추어야 할 피부과적 지식과 술기를 함양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피부 병변 및 질환을 알아야 한다. 

2.  염증성, 감염성 피부 질환을 이해하고 급성기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3. 급성기와 만성기 피부 질환을 감별한다. 

4. 피부과적 응급 질환의 임상 양상 및 초기 치료 방법을 알아야 한다.

5. 피부과적 입원 적응증 및 기본적인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야 한다. 

6.  피부 병변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검사의 방법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

7. 기본적인 레이저 치료법의 적응증 및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8. 광선치료법의 적응증 및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1) 구체적 수련 계획

A-1.  수련 하루 전날 피부과 1년차 주관하에 광선치료 및 1개월 

동안의 인턴이 해야할 일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적절

한 수준이 도달하는지 확인 

B-1.  수련 첫날 교육담당 수석 전공의 주관 하에 피부과 소개 및 

대표적 피부질환의 종류, 간단한 치료방법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 실시 (별관 5층 병리실)

B-2.  환자들의 병변 사진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피부 질환의 

이름 및 병변에 대한 이해 (의국)

C-1.  환자 병변을 소독하면서 염증성, 감염성 질환의 경험 및 

처치 방법 습득 (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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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Daily dressing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피부 병변의 변화 

및 예후에 대해 경험 (치료실)

C-3.  치료실에서 처치 및 시술을 관찰하면서 급성기 및 만성기 

피부 질환의 감별 및 처치에 대해 이해 (치료실)

C-4.  처치간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인턴에게 시범 및 설명(치료실)

D-1.  당직 전공의가 응급실환자 진료할 경우 인턴 참여 (응급실)

E-1.  병동 환자진료 참여 및 드레싱 시행. (단, 전공의 1년차/교

육담당 수석 전공의 회진 시 동행)(병동) 

F-1.  기본적인 피부과적 검사 종류를 선정하여, 수련 첫날 소개

하고, 수련하면서 직접 시행 혹은 관찰 (치료실)

F-2.   KOH SMEAR, SCABIES SMEAR 판독 가능할 수 있도록 

수련(치료실)

G-1. 오리엔테이션 시 광선 치료의 종류 및 적응증에 대해 설명

G-2.  Narrow band UVB 는 차트 확인 후 인턴이 광선 치료 시

행, 실제 환자 치료 투입전 반드시 1년차 감독하에 평가를 

받고 합격한 후에 투입 

G-3.  타 광선치료 기구는 전공의가 시행 시 설명해주는 것으로 

대체

III.	근무지침

1. 출퇴근시간

AM 8:00 ~ PM 6:00

2. 업무장소

별관 4층 피부과 외래 치료실

3. 복장

단정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청결한 가운을 입는다.

컨퍼런스 참석시 병원 규성상의 드레스 코드에 준하는 단정한 복장 착용 

치료실 업무수행 시 원활하고 청결한 업무를 위해 청결한 의사 가운 유지 

4. 당직교대시간 

AM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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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진료지침

1. 광선 치료 

1) 업무정의

피부과 광선치료실에서 전신치료기를 이용한 광선치료를 시행하

며 광선 치료와 관련된 사전 확인항목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업무목적

자외선을 이용한 건선, 백반증 등의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평가, 

기계 사용법, 올바른 조사 자세 지도, 과 용량 시 응급치료 및 불

규칙한 치료에 따른 용량 조절 등을 숙달하여 기본적인 자외선 

치료의 지식 및 술기를 습득한다.

3) 세부사항

(1) 광선 치료실은 별관 4층 피부과 외래에 있음.

(2)  광선치료실에서 부분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는 피부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시행하며 전신치료기를 이용한 광선치료는 피부

과 인턴선생님이 시행한다.

(3)  입구 쪽 (욕실 옆) 자외선 치료기는 UVA/BBUVB 통합치료

기이며 안쪽의 치료기가 UVA/NBUVB 통합치료기로서 주로 

사용하는 기계는 후자이다.

(4)  호출을 받고 광선치료실로 갔을 때 환자는 기기 밖에서 반드

시 확인 절차를 밟은 후에 기기에 입실하여야한다. 

(5)  환자 신원 확인 (이름, 등록번호, 지정의명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을 확인)  ->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팔찌형식의 BARCODE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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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노출로 이름 부위 삭제)

(6)   BARCODE를 참조하여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BARCODE

를 인식시키면 당일치료정보가 뜬다. 특기사항에 부위와 용

량을 확인하고 부작용 여부 및 예정된 스케줄에 방문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7)   부작용은 ERYTHEMA, BURNING, ITCHING으로 자외

선 조사 후 12-24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만일 지난

번 조사에서 생긴 이런 증상이 재치료 직전까지 지속되거나, 

BURNING HISTORY가 있을 시 치료용량을 조절 또는 연기

한다. 환자가 자의로 치료를 연기하고 재방문 하였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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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조절 혹은 연기는 전공의 

선생님께 확인 받도록 한다.  

(8)  기계의 조작 패널에 지시된 파장(UVA, UVB를 헷갈리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함) 및 용량을 입력한다. 입력하면 예상 조사 

시간이 나타나며 환자에게 직전에 치료한 시간을 물어보고 

이번 예상 시간과 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챠트상의 용량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공의 선생

님에게 문의한다. 각종 EMR CHARTING을 하기 전 환자에

게 이번에 시행할 시간 및 용량을 알려주어 다음 번 치료 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야 한다. 이후 EMR CHARTING 

후 입력 –추가를 누르고, EMR복사를 누르면 기록저장 끝 

(9)  기계 셋팅 후 환자가 입실을 한다. 입실 후 기기의 문을 닫는

다. 

(10)  환자에게 준비되었냐고 물어보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 후 

기기의 WINDOW를 통해 자세 및 노출 정도를 확인하다. 

(11)  LOWER LEG에 병변이 있는 경우 받침대 위에 올라서야 

하며 INNER THIGH에 병변이 있는 경우 다리를 자연스럽

게 벌리고 서야 한다. 옆구리에 병변이 있는 경우 두 팔을 

ANTEROLATERAL POSITION으로 각각 30도씩 벌려준

다. 얼굴은 대개의 경우 가리고 있어야 하며 남자 환자의 경

우 외음부는 반드시 불투명한 의복으로 차단해야 한다. 

(12)  전신, 팔다리 용량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전신 시행 후에 팔

다리 나머지용량 시행

①  (보기: Trunk 1200/Extremities 1500 -> 전체 1200 

시행 후 팔다리만 노출된 옷을 입은 채로 Extremities 

300 추가 시행

②  미 시행 부위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 나눠서 하는 환자의 

경우 이름표를 치료 도중 인턴이 소지하여, 모든 부위 시

행 여부 확인한다. 

(13) 모든 확인을 마친 후에 광선치료를 시작하다. 

(14)  노인 환자가 쓰러지거나 어린이의 경우 장난을 칠 수 있으

므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그 자리

를 지키도록 한다.  



인턴 진료지침서368

2. 치료실 업무

1) 업무정의 
-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피부 병변 및 질환을 알아

야 한다. 

-  염증성, 감염성 피부 질환의 인식 및 급성기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 급성기와 만성기 피부 질환을 감별한다.

-  피부 병변의 진단 사용되는 기본적인 검사의 방법 및 의미를 

알아야 한다

2) 업무목적

-  환자 병변을 소독하면서 염증성, 감염성 질환의 경험 및 처치 

방법 습득

-  Daily dressing 환자를 follow up 하면서 피부 병변의 변화 

및 예후에 대해 경험

-   기본적인 피부과적 검사 종류를 선정하여, 수련 첫날 소개

받고, 시행하면서 직접 시행 혹은 관찰하고 KOH SMEAR, 

SCABIES SMEAR 판독 가능할 수 있도록 수련

3) 세부사항

(1) Permission 받기 

①  피부과에서 Permission 받는 것은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 

각종 피부과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처치들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 질 수 있기에 반드시 

처치들에 대한 Indication, method등을 완전히 숙지 하

고 있어야 한다.

②  주로 Punch biopsy, excision biopsy, nail op, 

molluscum 제거, 사진촬영, K-D RING, I&D에 대한 

permission에서 그 외 다양한 permission을 받게 됨.

(2) Biopsy slip 작성

①  Slip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지 않

고서는 불가능하기에 교육목적으로 slip작성을 인턴이 함.

②  자성한 슬립은 치료실 간호사 또는 사원에게 전달한다. 치

료실 1번방 세면대 왼쪽 검체 뒤쪽에 모아 둔다. 

③  외래 chart 초진 및 재진 기록, 치료/검사 기록을 참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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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며, 조직 채취 부위, 진단명, Hx, 특수 염색(PAS, 

S-100 등 기본 염색인 H&E stain을 제외한 모든 염색, 

특수 염색명을 잘 모르겠으면, 처방 조회해서 P72 검체

(skin)에 지정된 염색명 중 H&E stain을 제외한 모든 염

색명을 기재하면 됨.)

④  위 화면의 경우, 처방 화면 세부사항 란 에서 P72 앞

의 처방 명 중 H&E를 제외한 S-100, CD1a, CD68 

(Macrophage) 을 특수염색으로 기록하면 된다.

(3) Wound dressing

① Wound dressing의 목적

②  창상의 상태와 감염여부 확인 (redness, local heat, 

tenderness, fluctuation, pus discharge)

③ 창상을 외부로부터 보호

④ 분비물의 제거

⑤ Dressing의 종류

ⅰ Simple dressing

•상처 내부로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상처에 적용

•  Betadine 소독 후 상처를 열어두거나 거즈로 간단히 덮어둠.

ⅱ Occlusive dressing

•수술 직후 이루어지는 대부부의 상처에 적용

• 수술 후 24-48시간 후 skin epithelialization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외부로부터 상처 내부로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시켜 준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POD#3째 wound를 open하여 simple dressing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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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만일 그 이전이라도 거즈가 젖어 있거나 discharge

가 있다면 즉시 dressing을 교체하고 다시 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한다. 

ⅲ  Soaking dressing

•Dirty wound에 적용

• Wound 내의 세균 수를 줄이고, pus등이 계속 고여있는 

것을 막아 준다.

• Betadine 1% 혹은 saline packing, 경우에 따라서 마

른 거즈를 packing한다. 너무 많은 양의 거즈를 넣

게 되면 tissue healing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적당량 

discharge가 고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오게 걸쳐 놓는

다.

ⅵ Wet dressing

• 삼출성 가피나 물집병변, 미란, 궤양 등 급성 염증이 동

반된 습진 병변에 주로 사용

• 병변의 종류에 따라 식염수, 과망간산칼륨 용액, 질산은 

용액, burrow용액을 사용

• 2-5겹의 거즈나 패드에 적셔 10-15분간 환부에 덮고 

마르지 않도록 4-5분 간격으로 교체

(4) Stitch out

①  보통 얼굴을 제외한 부위의 stitch out 은 시술 후 2주 후, 

얼굴부위는 7일 후에 시행한다.

②  우선 몇 개의 stitch 만 제거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문제 없는 경우에 total stitch out 을 시행한다. 애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전공의에게 문의 한다. 

3. 응급실 진료 참여

1) 업무 정의 및 목적

-   피부과 응급환자의 문진, 신체 진찰, 진단 및 치료를 응급실 

당직의와 함께 시행 후 당직의와의 논의를 통한 응급실 진료 

참여.

-  피부과적 응급 질환의 임상 양상 및 초기 치료 방법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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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피부과 전공의의 지도 아래 응급실 환자 진료 및 REPORT 

작성을 통하여 피부과적 응급 질환에 대한 이해 향상. 작성 

REPORT를 교육담당 전공의에게 PRESENATATION하여 

FEEDBACK을 통한 피부과적 응급 질환에 대한 교육시행.  

4. 병동 주치의 참여 

1) 업무 정의 및 목적

피부과적 입원 적응증 및 기본적인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야 한다.

2) 내용

피부과 입원환자 발생시 주치의와 별도로 HISTORY TAKING을 

하여 인턴기록을 작성하며 주치의/교육 수석전공의 지도하에 함

께 경과를 파악한다. 

5. 컨퍼런스 참여

(1) 업무정의 및 목적

-  처치실 업무가 피부과적 술기 습득의 가장 핵심이라 한다면 컨

퍼런스를 한 달간 참여함으로써 피부과적 질병에 대해 심도 깊

게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 컨퍼런스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활동적으로 참여 한다.

(2) 내용

컨퍼런스 진행 표는 의국 비서에게 수령한다. 

컨퍼런스 준비: Histo meeting, jounal meeting, photo 

meeting, topic review는 프로젝터와 랩탑을 설치한다. 

6. 사진정리

1) 업무정의 및 목적

-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피부 병변 및 질환을 알아

야 한다

-  환자들의 병변 사진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피부 질환의 이름 

및 병변에 대한 인식

2) 내용

(1)  그날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병변에 대한 학습을 함. 인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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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사진은 실제 EMR에 올라가기 때문에 병변에 대한 학

습 없이는 제대로 된 정리가 힘듦

(2)  사진기 USB를 외래 사진실 컴퓨터에 연결한 뒤 바탕화면의 

당일 사진 폴더에 저장하며, 엑셀로 사진 장부 작성 후 사진

실 컴퓨터에 당일사진 폴더에 저장함. 

(3)   치료 장부 및 환자의 EMR CHART를 바탕으로 엑셀로 사진 

장부 작성 후 사진실 컴퓨터에 당일사진 폴더에 저장함.

(4)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을 기반으로 ‘폴더 만들기’ 프로

그램으로 임상사진 폴더에 환자 별 폴더 만듦 (00000000 김

XX Psoriasis 형식으로 만들기).

(5)  당일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임상사진 폴더로 옮김 (환자이

름 사진 제외 후 옮김.)

(6)  임상사진 폴더에 넣은 사진을 anatomical position으로 변

경함.

(7)  사진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 (변경프로그램 - flyexplor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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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힘듦 

ii. 사진기 USB를 외래 사진실 컴퓨터에 연결한 뒤 바탕화면의 당일 사진 

폴더에 저장.  

iii. 치료 장부 및 환자의 EMR CHART를 바탕으로 엑셀로 사진 장부 작성 후 

사진실 컴퓨터에 당일사진 폴더에 저장함. 피부과 의국에서 당일 사진을 

의국 컴퓨터 3번 ‘임상사진폴더’ (오른쪽에서 2번째), 의국 듀얼 모니터 

컴퓨터 ‘(E)임상사진 드라이브’ (오른쪽 1번째)에 저장,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도 매일 당일사진 폴더에 update 시킴. 

iv.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을 기반으로 ‘폴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임상사진 폴더에 환자 별 폴더 만듦 (00000000 김XX Psoriasis 형식으로 

만들기). 

v. 당일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임상사진 폴더로 옮김 (환자이름 사진 제외 

후 옮김.) 

vi. 임상사진 폴더에 넣은 사진을 anatomical position으로 변경함. 

vii. 사진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 (변경프로그램 - flyexplorer 이용) 

 

 

 

환자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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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보호 

V.	 평가요소	및	방법

기본적으로는 교육수련부에서 제공하는 인턴 근무 평가표의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배점
본인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기준 

기본
소양

용모, 복장(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

탁월: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불량: 1~2

대인관계 
 (상사, 직원)

10

근무
자세

근무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

CALL에 대한 신속
한응답

10

친절한 진료 태도 10

지식 
습득
의욕

CONFERENCE, 
교육 참석

10

배우려는 자세 10

임상
능력

환자파악 및 회진, 
수술

10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

의무기록
작성

미비기록 5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불량: 1

충실성 5

계 100

 9 

정리가 힘듦 

ii. 사진기 USB를 외래 사진실 컴퓨터에 연결한 뒤 바탕화면의 당일 사진 

폴더에 저장.  

iii. 치료 장부 및 환자의 EMR CHART를 바탕으로 엑셀로 사진 장부 작성 후 

사진실 컴퓨터에 당일사진 폴더에 저장함. 피부과 의국에서 당일 사진을 

의국 컴퓨터 3번 ‘임상사진폴더’ (오른쪽에서 2번째), 의국 듀얼 모니터 

컴퓨터 ‘(E)임상사진 드라이브’ (오른쪽 1번째)에 저장,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도 매일 당일사진 폴더에 update 시킴. 

iv.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을 기반으로 ‘폴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임상사진 폴더에 환자 별 폴더 만듦 (00000000 김XX Psoriasis 형식으로 

만들기). 

v. 당일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임상사진 폴더로 옮김 (환자이름 사진 제외 

후 옮김.) 

vi. 임상사진 폴더에 넣은 사진을 anatomical position으로 변경함. 

vii. 사진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 (변경프로그램 - flyexplor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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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힘듦 

ii. 사진기 USB를 외래 사진실 컴퓨터에 연결한 뒤 바탕화면의 당일 사진 

폴더에 저장.  

iii. 치료 장부 및 환자의 EMR CHART를 바탕으로 엑셀로 사진 장부 작성 후 

사진실 컴퓨터에 당일사진 폴더에 저장함. 피부과 의국에서 당일 사진을 

의국 컴퓨터 3번 ‘임상사진폴더’ (오른쪽에서 2번째), 의국 듀얼 모니터 

컴퓨터 ‘(E)임상사진 드라이브’ (오른쪽 1번째)에 저장,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도 매일 당일사진 폴더에 update 시킴. 

iv. 엑셀로 만든 사진 장부 파일을 기반으로 ‘폴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임상사진 폴더에 환자 별 폴더 만듦 (00000000 김XX Psoriasis 형식으로 

만들기). 

v. 당일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임상사진 폴더로 옮김 (환자이름 사진 제외 

후 옮김.) 

vi. 임상사진 폴더에 넣은 사진을 anatomical position으로 변경함. 

vii. 사진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 (변경프로그램 - flyexplor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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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평가: 인턴

1단계 : 교육담당레지던트

2단계 : 병동장/의국장

3단계 : 진료과장 

2. 각 진료 행위 별 평가요소 및 방법

1) 광선치료

수련 전날 피부과 1년차 주관하에 광선치료 방법에 대해 교육 점검 

TEST 결과 반영. 

한달 간 최소 20건 이상의 자외선 치료를 단독 시행하여야 하며 치

료실에 주로 있는 1, 2년차 전공의가 평가하여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평가 결과를 수석 전공의에게 통지한다.

2) 치료실 업무

피부과 치료실에서 한 달간 지내는 동안 인턴의 업무 태도와 참

여도, 한달 후에 가능한 술기 정도를 피부과 전공의들이 전반적

으로 파악하여 교육담당 전공의에게 보고하여 평가한다.

3) 응급실 진료 참여

한 달에 최소 5건의 응급실환자를 당직의와 함께 진료하여야 하

며, 응급실 당직의가 인턴의 진료자세를 평가하여 교육 담당 전

공의에게 보고한다. 

4) 병동 주치의

 매달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시행하여 인

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치의 1년차, 교육담당 수석전공의

가 환자 진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5) 컨퍼런스 참여

컨퍼런스 출석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 태도 등은 교육담당 

전공의가 평가한다. 

6) 사진정리

사진정리에 대한 피드백은 최소 이틀에 한번 1년차 전공의가 인

턴과 함께 사진을 PACS에 업데이트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

식 습득 능력, 성실함 들을 고려하여 1년차 전공의와 교육담당 

전공의의 상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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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본과의 세가지 기본분야인 근골격계의학(Musculoskelactal Medicine)

과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전기진단-근전도학(Electro-

diagnosis, Electromyography)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 분야에서의 임상

진료에 있어 환자 평가방법 및 치료, 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이들 분야에서 

임상의사로서의 자질 습득하도록 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근골격계의학

척추와 사지의 동통 및 기능이상, 연부조직 동통, 스포츠 손상, 보행 이

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기능, 근육생리 및 기능, 신경조절 

생리 및 기능에 대한 이학적 검사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원

칙을 이해한다. 

2. 의료재활

뇌졸중, 두부손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환

자들을 대상으로 경직(spasticity)의 처치, 운동치료, 중추신경재활지

료, 바이오피드백, 비침습뇌자극지료, 수치료, 등 각종 물리치료, 작업

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삼킴치료, 보조기와 의

지의 사용 등 통합적 재활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재활의학

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이해한다.

3. 전기진단, 근전도학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의 전기진단 방법의 기본수기를 이해하

고 전기진단 결과의 기본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보조기, 의지학

 보조기, 의지의 생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보행 향상을 위한 적합한 보

조기, 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 진료지침서378

III.	근무지침

※ 인턴 기본 스케쥴

월 화 수 목 금

오
전

회진참여
회진참여

NICU 촬영

회진참여
Gait 

Analysis
회진참여

회진참여
9am 

Volumetry

오
후

Gait 
Analysis

1pm 
Volumetry

TIMP 촬영
4:30pm PT 
recheck

1. 병동근무

1)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6시경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 

2) 전문의 회진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한다. 

(1) 회진명단만들기

오전 7시 이전에 회진명단을 출력하여 13서 병동 스케이션에 

배치한다. 회진명단은 전체 환자명단 4장, 교수님별 환자명

단 & 의사업무일지(투약, 상병 포함)를 스테이플러로 묶어 6

장 정리한다. 

(전문의별로 회진시간이 다르지만 오전 7시 김연희 교수님 

회진은 고정적이며, 다른 전문의 회진의 경우 주치의의 연락

을 받으면 준비한다.)

(2)회진 원칙 

13서병동에서 시작하며, PACS 앞에서 신환 및 병동환자 리

뷰 후 회진 시작한다. 51호실부터 시작해서 64호, 63호 (2일

실방향), 55호 54호(6인실쪽) 순서로 시행하며, 타병동에 환

자가 있는 경우 13서 병동 회진이후 19층부터 내려오는 방향

으로 회진을 진행한다. 회진시에는 가장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병동에서 보지 못한 환자는 재활치료실로 가서 회

진하게 되므로 환자 스케쥴을 미리 파악한다. 스케쥴 파악은 

환자별로 벽에 붙어있는 스케쥴 표를 참고하거나 SMIS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응급검사는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4)  조영제를 사용하는 방사선학적 검사, 요추 천자술, 수면 내시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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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검사방법 및 검사 후 가능한 부

작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으며 필요한 전 처치를 한다. 

5)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 영양과, 사회사업실 등의 협진의뢰서를 작성

한다. 

(1)  Spine part 환자 제외한 모든 환자는 사회사업실에 협진해야 

하며, stroke part 환자는 영양과 협진도 함께 시행한다. 

6)  매주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주간당직보고서를 작성한다. 병동전체환

자명단과 함께 stapler로 찍어 총 8부 준비하여 병동담당수석전공의

에게 전달한다. 

7)  의식이 나쁘거나 sedation 예정인 환자의 검사시에는 반드시 검사

실에 동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시에 적절한 처치를 하

며, 주치의와 긴밀히 연락한다. 

8) 모든 신환의 경우 주상병에 전입 날짜를 써넣는다. 

2. 당직

1)  당직은 신경과 인턴과 3일에 한번씩 번갈아 가며 수행하며, 당직표

를 작성하여 병실에 게시한다. 

2)  당직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 CIC 등 본인의 일과는 마치고 퇴근하며, 당직은 익일 오전 6시

까지 책임지고 담당하도록 한다. 

3)  당직근무는 재활의학과 병실이나 당직 인턴실에서 하며 부득이 상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당직 주치의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당직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턴과 합의한 후 당직 주

치의의 사전승낙을 받고 병실에 게시해야 한다. 

3. 교육

1)  모든 conference에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소: 13층 재

활의학과 의국)

2)  마지막주 수요일 저널시간에 인턴 발표를 한다. 저널주제는 본인이 

관심 있었던 부분이나 교육담당레지던트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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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5pm~6pm
RGR

EMG seminar
Anatomy 
seminar

Journal 
Radiology 

conf
Seminar

IV.	업무지침

1. Gait analysis

1) 대상자의 보행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2)  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에 검사가 있는 경우 척추파트 전공의가 

연락을 하며, 동작분석실(2849)에서 시행한다.

3)  환자가 오기 전에 담당 전공의가 검사전 calibration 하는 것을 돕

고, 마커에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  환자가 오면 동작분석실에 있는 짧은 반바지로 갈아입게 하고, 키, 

몸무게를 확인한 후 하지길이 (ASIS~medial malleolus까지 길이), 

무릎너비, 발목 너비 재서 담당 전공의에게 알려준다. 

5)  그 후, 환자에게 마커를 붙이고 환자가 gait를 시작하면 카메라에 찍

히지 않는 곳에위치하면서 검사에 대해 배운다. 

(1) 마커 붙이는 위치

ASIS, both knee lat. ASIS~knee lateral 사이의 thigh 

area, Lat. Malleous, knee~ lateral malleous 사이 calf 

area, 2nd toe, post ankle에 양쪽 모두 부착하며, sacrum 

에 한 개 총 15개 마커를 붙이며 담당 전공의에게 확인받는다.  

2. Volumetry

1)  Lymphedema 환자의 치료효과판정 및 추적을 위해 시행하며, 

perometer를 이용한다. 

2)  화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9시 암센터 지하 4층 재활의학과 외

래에서 실시하며 외래시작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외래시작에 차질

이 없도록 한다. 

3)  소아 환자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전공

의 선생님과 상의 후 측정한다. 

4)  성인환자의 경우 스타킹, 양말, 액세서리 등 부착물을 모두 빼고 난 

이후 측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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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를 켜서 perometer를 활성화 하여 측정한다. 

6)  측정시 측정하는 팔과 다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측정하여야 하

며 이전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건측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 2번을 측

정하여 평균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번 측정 data에서 차이가 거

의 없도록 측정해야 한다. 

7)  주로 상지는 10/40, 하지의 경우 below knee는 5/35, above knee

는 환자의 다리길이에 따라 5/55, 5/60, 5/65 중에서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F/U 하는 환자의 경우 이전 측정 범위와 

같게 측정한다. 

3.   GM(General movement) 촬영 및 TIMP(Test of infant motor 

performance) 촬영

1) GM & TIMP란

(1)  신생아 및 영아에서 신경발달학적 검사를 수행하기 위

해 시행한다. 크게 General movement의 확인 및 Motor 

function의 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2)  GM은 영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경계의 기능을 평

가하는 것으로 뇌의 장애와 기능저하를 초기에 판단하는 좋

은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독립적인 사지 

움직임, 떨림, 펴짐, 호흡 동작 등이 있으며, 출생시부터 생

후 2개월 사이 나타나는 중간 정도의 진폭을 가진 느린 움직

임(Writhing movement)을 확인하거나 목과 몸통, 사지의 

중간정도 빠르기로 모든 방향으로 지속적인 다양한 움직임 

(Fidgety movment) 등을 확인 한다. 

(3)  Poor repertoire GM이란 정상아에서 보이는 복잡한 운동이 

아닌 운동 요소들이 단순(monotonous)해지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며, Cramped-synchronized GM은 모든 사지와 

몸통 근육들이 자극에 의해 수축하고 이완하는 모습을 보이

며, 일반적으로 경직이 있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부드럽고, 유

창한 움직임의 결핍을 말한다.

2) GM &TIMP 검사 시행

(1)  NICU (06S or 06N) 이나 본관 지하1층 재활의학과 외래에

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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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CU 평가는 매주 수요일 시행되며, 대상 환아를 월요일과 

화요일에 미리 촬영한다.

(3)  외래에서의 촬영 할 경우 on-call로 시행하며 주로 12시 30

분경에 시행한다.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이 오면 카메라를 챙

겨서 외래로 내려간다. 

(4) GM 영상 제작 순서

-  일단 날짜와 대상 환아 번호, 이름, 출생시 몸무게, 성별, 

GA, CA(교정연령)을 A4용지에 출력해서 3~5초 정도 찍

는다. 

-  삼각대를 적어도 두 칸 이상 길게 빼고 카메라를 얹어서 가

로로 꽉 차게 앵글을 잡고 (환아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

게) 30분간 환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촬영한다. 

baby nest 및 수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환아가 

평평하게 누울 수 있도록 침대바닥을 수평으로 유지한다. 

환아 옆에 놓여있는 장남감, 담요 등을 제거하여 Gestalt 

perception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옷을 벗겨 기저귀만 

입은 상태로 촬영하며, 얼굴 및 손발이 꼭 나오도록 찍어

야 한다. Supine or lateral position에서 촬영가능하며, 

대부분 supine position으로 시행한다. 

-  가능하면 시끄럽지 않게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촬영 

시에는 칸막이를 사용하여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한다.

-  울거나 보채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므로 이때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  너무 울어서 도저히 촬영이 힘들거나, 전날 또는 당일 검

사로 인해 sedation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날 촬영하도록 

한다.

- 적어도 세 번의 전체 운동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  보통 Preterm(<37주)나 term(3-6주)의 경우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촬영하며, 교정 3개월 때는 10분 정도 촬영한

다.

- 검사자가 꼭 옆에서 지켜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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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 re-check (본관 지하1층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실)

1)  PT re-check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본관 지하 1층 재활의

학과 운동실에서 시행한다. 

2)  모든 파트 전문의 및 전공의들이 모여 환자의 functional status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goal setting을 하는 시간

이다.  

3)  금요일 오전 모든 주치의에게 대상 환자의 명단을 받고 환자들에게 

PT-recheck 대상환자임을 설명하고 운동치료실로 4시 20분까지 

모이도록 알린다. 

4)  4시20분까지 운동치료실로 내려오지 않은 환자들을 파악하여 외래

와 병동에서 찾아보고 PT re-check 에 참여하도록 한다. 

5)  시작 전에 담당 전공의에게 오지 않은 환자들을 알려주고, PT re-

check 중간에 도착한 환자들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담당 

전공의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도록 해야한다. 

5. Air Stacking & abdominal support

1)  Air stacking 및 abdominal support는 호흡재활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다. 

2)  Air stacking은 Spinal cord injury 환자가 계속 누워 있을 경우 발

생하는 alveolar collapse에 대해 inspiration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더하여 폐에 양압을 걸어주는 것이다.

3)  Abdominal support는 환자의 expiration시 외부 압력을 더하여 

주어 coughing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4)  환자 옆에 있는 ambu-bag을 이용하여 환자 병실에서 시행한다. 

5)  환자의 inspiration, expiration에 맞추어 inspiration 의 마지막

에 ambu-bag을 짜주어 추가로 더 inspiration 이 되도록 하며, 

expiration시 배를 횡경막 방향으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밀어준다. 

6)  한번 시행시 총 10회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에 따라 하루에 2-8회 

시행하므로 담당 주치의에 지시에 따른다. 

6. Box & Block

1)  Box&block은 환자들의 손 기능 및 협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

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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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x&block 시행은 입원환자 병실에서 시행한다. 

3)  도구를 상 위에 펼쳐 놓을 때 환자에게 너무 높지 않도록 하며, 중심

점을 환자의 몸에 맞도록 한다. 

4)  우세손부터 시작하여 나무토막을 하나씩 반대편으로 옮기게 한다. 

오른손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block을 옮기게 한다. 옮길 때 

중앙선을 넘어서 옮긴 것만 숫자를 세며 떨어뜨려도 감점은 없고 던

진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1분간 옮긴 block의 개수를 세며, 오른손 

왼손 각각 측정한다.

7. MMSE 

1)  MMSE는 단시간 내 간단하기 인지기능과 치매 여부를 평가할 수 있

는 선별검사 도구이다.

2)  환자에게 지남력, 기억 등록,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기능 

등 각각의 항목에 있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따라 점수를 기록한다

8. 절단처치

1)  Amputation 환자를 대상으로 절단지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의지 착

용을 위하여 절단단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2)  6 inch elstic band를 사용하며, 절단단의 원위부를 wrapping 할 

때는 근위부로 압력을 주며 단단히 감싸주고 근위부를 wrapping 할 

때는 bandage가 slipping 되지 않은 정도의 장력을 주고 이를 반복

하여 절단단의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이행한다. 

3)  처음 시행하기 전 담당 주치의에게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

인 받는다. 

4) 의족을 착용할 때까지 매 4-6시간에 1회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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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ean Intermittent Catherization (CIC)

1) Self voiding이 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한번 CIC volume이 400-500cc 정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voiding chart 를 기본으로 CIC 

간격을 조절하게 된다. 주로 Q 4hr, 5hr, 6hr로 시행하게 되며 정

해진 시간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3) 방법

(1)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다.

(2)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편안히 앉도록 하거나 병실에서 

누운 자세로 시행한다.

(3)  포경수술을 안 했다면 귀두 포피를 벗기고 외요도구를 드러

나게 하여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클로르헥시딘으로 외요도구

를 닦는다.

(4)  젤리를 5-7cm 정도 삽입될 도뇨관에 바른 후 음경을 왼손으

로 몸에 직각이 되도록 세우고 오른손으로 도뇨관을 들고 소

변이 나올 때까지 부드럽게 삽입한다. 

(5)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음경을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내려

놓으며, 소변이 모두 나올 때까지 도뇨관과 음경을 잘 지지하

고 있어야 한다.

(6)  소변이 모두 나오면 도뇨관을 뒤로 천천히 뺀다. 중간에 소변

이 나오면 잠깐 멈추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10. T-cannular change & dressing

1)  T-cannluar change는 약 일주일에 한번씩, T-cannular 

dressing은 매일 시행한다. 

2) T-cannular change 방법

(1)  T-cannular 고정 끈을 제거하고 syringe로 deflation을 시

행한다. 

(2)  T-cannular를 제거하고 빠르게 젤리를 묻힌 새로운 

T-cannular를 삽입한다. 

(3)  T-cannular에 syringe로 공기 삽입하여 고정하고 튜브패드

를 T-cannular 아래에 넣은 후 끈으로 T-cannular를 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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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cannular dressing 방법

(1)  튜브패드를 제거하고, 피부와 T-cannular사이를 클로로헥

시딘 볼로 소독한다. 

(2) T-cannular아래에 튜브패드를 삽입한다.

11. Sore Dressing

1)  형성된 eschar는 감염되어 있지 않은 한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다. 

단 척수손상 환자와 같이 감각소실이 있는 경우 일부분의 eschar를 

제거하여 underlying infected tissue여부를 확인한다

2)  감염되어 있는 경우 괴사조직과 욕창기저부의 dense meshwork of 

collagen fiber는 incision set와 10번, 12번, 15번 blade를 사용하

여 제거한다. 이때 욕창 범위는 괴사조직이 피하에 깊고 넓게 분포

하는 corn shape 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욕창 기저부까지 모두 제거

한다.

3)  Infected necrotic tissue를 제거한 후 minor necrotic tissue를 제

거하기 위하여 wet to dry dressing을 2-3회/1일 시행한다. 

4) Wet to dry dressing 

(1)  6-8시간에 충분히 마를 정도의 양으로 생리 식염수 (감염이 

있는 경우 베타딘 등 소독약) 등을 거즈에 적셔 욕창 부위에 

집어 넣고 dressing해준다. 

(2)  다음 드레싱을 할 때까지 거즈가 마르면서 괴사된 조직과 붙

게 되고 이 거즈를 제거하면서 debridement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처치로 괴사된 조직이 모두 제거되면 욕창 기저

부에서 pinkish 육아조직이 자라나게 되며 이때부터는 

hydrocolloid 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한다. 

5) Hydrocolloid occlusive dressing 

(1)  최근 상품화 되어 많이 사용되며 새로운 상피세포가 자라고 

이동하기에 좋은 습한 환경을 제고하고, 자라나는 상피세포

를 적절히 보호하여 치유를 빠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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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술기: ABGA, L-tube change, blood culture, enema, 

책 앞부분의 기본술기를 참고한다. 

V.	평가

1. 평가항목

근무 지침 및 업무 지침에 설명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들을 

근면한 자세로 정확하게 시행하는지를 평가하며, 그 외에 병동 및 주치

의의 콜에 빠르게 반응하며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또한 마

지막 주에 시행되는 인턴 발표 역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준비했는지

에 대해 평가한다. .

2. 평가방법

교육 담당 전공의 및 교수님이 위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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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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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수련목표

1. 일반목표 

마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한 지식과 수기중 마취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운다. 

또한, 수술을 위한 안전한 마취관리와 수술중의 응급상황, 중환자 및 

응급환자 등에 관련되는 처치 및 급성, 만성 통증의 진단과 치료원칙 

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수기를 숙지한다. 

2. 구체적인 목표

1) 수술 전 환자의 평가 및 전처치, 동의서 작성에 참여한다.

2) 수술 중 환자감시를 철저히 한다. 

3) 마취기록지 작성방법을 정확히 숙지한다. 

4) 마취기에 대한 지식을 익힌다. 

5) 전신마취 및 부위마취에 대한 이론 및 수기를 숙지한다. 

6)  흡입마취제, 정맥마취제 및 근이완제에 대한 약리학적 작용 및 용량 

등에 관한 지식을 익힌다.

7) 기도 확보 및 기관내 삽관법, 정맥로 확보법을 숙지한다. 

8) 구급소생법(특히 1차 소생술)을 숙지한다.

9) 환자의 수액 및 수혈 요법에 대해 숙지한다.

10) 통증환자의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  통증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통증의 양상을 파악하고 통증 관리 

방법을 숙지한다.

12)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	근무수칙

1. 마취과 인턴의 구성

1) 본관수술실 및 회복실(MOR) 

2) 암센터 수술실 및 회복실(COR)

3) 통원 수술실(DSC)

4) 급성통증센터(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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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통증센터

✽  11월부터 2월까지는 MOR파트 인턴이 APS 파트 업무를 함께 담당

하며, APS 파트 인턴은 만성통증센터 업무를 담당한다.

2. 기본 근무 수칙

1)  오전 7시 경 출근하여, 오후 6시-7시경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

한다.

2)  출근 즉시, 수석 전공의에게 배정 받은 수술방의 마취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마취기 및 각종 감시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담당마취 전공의와 Staff의 지도하에 기본적인 기도유지 및 삽관 수

기와 마취유도과정을 습득한다.

4) 이후, 각 파트별로 담당 업무를 시행한다.

5)  오후 6시경부터 다음날 수술 환자의 수술 전 평가 및 전처치, 동의

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다.

6)  당직 근무는 1명씩 MOR과 COR의 회복실에서 수술 후 환자관리에 

참여한다.

7) 당직 근무자는 수술 후 환자의 급성 통증 관리에 참여한다.

8) 당직 근무자는 당일 업무 종료 시 당직일지를 작성한다.

9) 각종 집담회에 참석한다.

10) 과에서 시행하는 임상 및 기초 연구에 참여한다.

11)  근무 중 담당 파트 장소에서 위치 이탈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

의에게 보고한다.

 

3. 진료지침

1) 업무: 마취전 준비 및 장비 확인 

목적:  마취시 필요한 장비 및 감시장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

하고, 점검 과정을 습득한다.

내용:

(1) 마취장비

-전신마취기의 구성

-산소, 아산화질소(N2O), 의료공기(medical air)

-일정한 가스량을 공급하는 유량계(flow meter)

-액체마취제를 기화시켜 공급하는 기화기(vapo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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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회로(breathing circuit)

(2) 마취전 장비 점검

- 유량계:  산소나 N2O의 유량계를 틀어 유량계 속의 추가 한

가운데로 올라가고 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화기속의 마취제의 양, 계기의 적정작동 여부를 환인한다.

-  이산화탄소 흡수장치: sodalime의 변색 정도를 확인한다.

-  leakage test: escape valve를 닫고 Y형 연결관의 입구를 

막은 후 O2 flushing 단추를 눌러 산소를 호흡회로에 흘러

들어가게 한 후 호흡회로에서 새는 곳이 있는지를 점검한

다.

- 흡인기(suction):  흡인기능확인 및 사용 가능한 흡인기병

의 연결 상황과 카테터를 점검한다.

- 마스크: 크기가 적절한지 미리 산소만 주어가면서 점검한다.

-  unidirectional valves on inspiratory and expiratory 

limb: flow의 방향에 따라 모두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한다.

-ventilator작동점검

-각종 감시장치 점검

-기타점검:  후두경의 불의 밝기와 날의 크기, 기도유지기의 

크기, 기관튜브의 기낭, reservoir bag의 크기

2) 업무: 마취 중 환자감시

목적:  마취 중 환자의 안전에 필요한 감시장치의 원리 및 작동에 

대해 이해하고 감시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내용:

(1)  호흡양상 및 횟수, 기도폐쇄의 징후(retraction, paradoxic 

respiration), oxygenation의 적정성, 맥박수와 맥박의 크기

를 관찰한다.

(2) 청진

(3) 혈압:

- 간접측정법:  적절한 cuff의 폭은 사지 둘레의 40%정도, 

좁으면 실제 혈압보다 높게 측정되고 넓으면 

이와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Korotkoff음을듣

거나, oscillation모양을 보거나, 원위부의 맥

박을 촉진 또는 pulse oxymetry의 파형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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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여 수축기 또는 이완기 압력을 결정한다.

- 직접측정법:  동맥혈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심혈관

계가 불안정한 환자,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환자, 자주 동맥혈가스분석 등의 

혈액검사를 하는 환자에서 직접 동맥내에 도

관을 거치하여 동맥혈압을 측정한다. 주로 요

골동맥에서 시행한다.

(4) 중심정맥압:  쇄골하정맥, 내경정맥, 외경정맥, 대퇴정맥 등

에 도관을 거치하며, 중심정맥압 측정, 약물주

입, 말초정맥불량환자에서 수액요법, 수액의 급

격한 주입, 공기 전색의 흡인 등에 이용한다.

(5) Capnography:  호흡회로로 이동하는 가스를 추출하여 이산

화탄소농도를 측정하여 도식화한다.

(6) Pulse oxymetry:  손가락이나 귓볼에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를 측정하며 마취중의 환자에서는 항상 

9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7) Gas analysis :  호기 또는 흡기 내의 산소, 이산화탄소, 특정

한 마취제의 농도를 측정한다.

(8) 요배설량: 0.5-1ml/kg/hr를 유지시킨다.

(9) 심전도

(10) 체온:  전신마취 중에는 시상하부의 온도조절기능이 저하되

거나 작동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많이 사용되는 

체온측정 부위는 비인두, 식도, 직장, 액와부위 등이다.

3) 업무: 전신마취의 유도 및 회복

목적:  마취의 유도시기는 환자에게나 마취의에게 모두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며 낯선 환경과 수술에 대한 공포, 

불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드럽고 안전한 마취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마취 유도 준비:  

-  기관튜브(성인 남자는 내경 8mm, 성인 여자는 내경 

7mm, 소아는 내경 4+age/4)준비

-  후두경, 구인두 기도 유지기, 안면 마스크 및 호흡낭,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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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준비

-  마취약제 준비, 마취 회로 연결 및 leakage test, 감시장

치 점검

(2) 마취유도: 

-  먼저 환자의 유도전 혈압, 맥박, 호흡등을 관찰하고 마취

기록지에 기록한다. 

-  마취약제 투여 전 100% 산소를 마스크로 4-5회 흡입시킨 

후 thiopental, propofol등의 약물을 주고, 마스크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한 후, 근이완제를 정맥주입하고 마취가스나 

propofol을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  근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호

흡음을 청진한 후, 적정한 위치에 튜브를 고정한다.(성인 

남자의 경우 23cm, 성인 여자의 경우 21cm, 소아의 경우 

청진으로 적정 위치 결정)

-  아산화질소 및 흡입마취제를 틀어 마취심도를 조절한다.

(3) 마취 회복:

-  흡입마취제를 끄고, 산소 혹은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

유량을 증가시켜 잔류흡입마취제를 제거한다.

-  용수 환기를 이용, 과환기를 시켜 폐정맥-폐포간의 마취

제 농도차를 증가시키되, 지나친 과환기는 피한다.

- 환자의 자발 호흡을 회복시킨다.

-  수술 종료시, 자발호흡이 회복되면 잔여근이완제의 역전을 

위해 항콜린에스테라제와 muscarine-receptor antagonist

를 병용 투여한다. 

- 100% 산소를 공급한다.

4) 업무: 척추마취 및 경막외 마취

목적:  척추 마취와 경막외 마취에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과 마취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마취방법을 습득한다.

내용:

(1) 해부학:

-  척추돌기의 경사도는 척추마취 및 경막외 마취시 바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요추부분에서는 거의 수평이므로 바늘

을 직각방향으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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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서부터 차례로 supraspinous l igament, 

interspinous ligament, ligametum flavum, 경막, 그리

고 지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주막하 공간은 지주막과 거미막 사이이며, 성인에서 척

수는 L1 또는 L2까지 내려오고 그이하에선 신경근만이 뇌

척수액에 떠 있다.(cauda equina) 따라서 임상적 천자부

위는 L2-5 사이이다.

-  양쪽 iliac crest를 잇는 선은 제 3-4요추 곡돌기 사이를 

지나가며 천자부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 경막외강: 두개골의 기저부-미골에 걸쳐있다.

- 경막외강의 외측부분은 황인대와 척추강을 잇는 골막으로 

이루어 진다.

-  경막외강은 천자시에 음압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2) 환자선택과 준비

- 금기:  환자의 거부, 천자할 부위의 감염, 교정되지 않은 저

할량증, 응고장애, 해부학적 이상

- 술전 환자 평가:  배부의 문진 및 과거병력, 응고기능 평가, 

수기의 장점 및 합병증 설명, 진정제 항불

안제·진통제의 투약기술

(3) 척수분절과 피부지각과의 관계

- calvicle:  T2, nipple: T4, xiphoid process:T6, 

umbilicus:T10, inguinal area:T12

(4) 경막외 주입시 마취작용:  경막외강에 주입된 국소마취제의 

주작용은 척추간공을 통하여 확산

되어 척수신경과 후근 신경절을 차

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합병증 및 치료

- 저혈압: 수액공급, 승압제 주입

- 서맥: 아트로핀 정주 

- 무호흡: 마스크와 산소를 이용한 조절 호흡

- 호흡곤란: 안심시킴, 산소공급

- 두통: 수액공급, 안정, 진통제, 경막 외 혈액봉합술

- 신경성손상 - 마미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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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 및 구토: 혈압 정상화, 산소공급, 진정제

- 전척추마취

- 국소마취제의 전신증상

- 배뇨곤란

5) 업무: 환자의 수액 및 수혈요법

목적:  환자의 수액 및 수혈 요법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마

취 중 수액 및 수혈 요법을 숙지한다.

내용:

(1) 수액요법: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수술전의 수분 결손량: 금식시간 * 시간당 수액유지량

-  수액 유지량: 10kg시 4ml/kg/hr, 10-20kg시 40+2*(체

중-10) ml/kg/hr, >20kg시 60+1*(체중-20) ml/kg/hr

-  수술 중 체액의 이동: 탈장 등의 경한 수술시 1-2ml/kg/

hr, 복부의 대수술시 6ml/kg/hr

- 출혈

(2) 수혈요법:

 -  허용실혈량 범위내의 실혈은 그 양의 3-4배의 전해질이

나 동량의 교질용액으로 대체하고 초과시 수혈한다.

6) 업무: 회복실 환자관리

목적:  기도 발관 기준을 알고, 안전한 기도 발관을 한다. 수술 후 

환자의 안전과 통증 조절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처치를 

한다.

내용:

(1)  회복실로 이송시 담당 마취의는 환자의 머리맡에 바짝 붙어

서서 환자의 하악을 앞으로 당기고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

한다. 

(2)  회복실 도착 후 벽의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100%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한다.

(3)  담당 마취의는 회복실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수술 중 특이

사항, 활력징후, 수액공급상태, 실혈정도 및 수혈사항, 기도

유지시의 문제점 등을 인계하고 환자의 회복실 도착 후의 활

력징후, 기도유지 상태를 확인한다.

(4) 기도 내 튜브 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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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발호흡이 왕성하고 스스로 기도유지가 가능하다

고 판단되면(예:5초 이상 머리를 들 수 있다. 주먹을 쥐거

나 눈을 뜨라는 구두 명령에 반응한다), 기관내 튜브를 발

관한다.

- 입안과 기도내 분비물을 제거한다.

-  Ambu bag으로 양압을 가하면서 기낭의 공기를 완전히 제

거한다.

-  계속 양압을 가하면서 환자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게 한 

상태에서 기관튜브를 뽑거나, ambu bag으로 보조시 

inspiration 상태에서 발관한다.

- 발관 후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호흡을 관찰한다.

- 호흡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운다.

(5) 회복실 퇴실 기준

-  수술 전의 orientation을 유지해야 하고 혈역학적으로 안

정되어 있으며 기도의 보호 반사 및 기도유지를 할 수 있어

야 한다. 구토증세가 없거나 경미하고 수술부위의 active 

bleeding이 없어야 한다. 통증관리도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햐며 체온도 정상에 가까워야 한다.

- 부위 마취 경우, 마취 level이 T12이하로 되도록 한다.

(6) A-line 제거:

-  환자가 HBV나 HCV인 경우가 있으므로 장갑을 끼든지 주

의 한다. Hematoma가 생기지 않도록 5분정도 압박한 후, 

거즈로 compression된 상태를 유지, 고정한다.

(7) 마약처방전 작성

(8) 임상 연구 참여

 -  임상연구 중인 환자의 경우, 회복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병동으로 이동 후에도 추적관찰한다.

(9) Epidural PCEA 연결

-  aseptic 한 syringe를 이용해 환자의  epidural cath 연결

부에 음압을 가한 후, blood나 CSF의 aspiration이 없으

면 PCEA를 연결한다. 

(10) ECT 마취 보조

- 마취 준비: 마취 약제 및 마취기를 준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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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중 마취기록지와 마약처방전을 작성한다.

7) 업무: APS 관리 및 PCA or PCEA 관리

목적:  통증의 생리를 알고, 수술 후 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방

법에 대해 숙지한다.

내용:

(1)  오전, 마취유도과정 참여 후, APS에서 환자 통증 조절에 필

요한 약제를 준비하고 마약처방전을 작성한다.

(2) 회진:  APS 파트 인턴과 COR 파트 인턴은 APS 관리를 받

는 병동 환자들을 방문하여 부작용 여부, 통증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PCEA 제거를 시행한다. 오후에 

APS 담당 staff께 내용을 보고하고 회진에 참여한다

(3) PCA, PCEA 조제 및 관리:

 -  마취과에 급성 통증 협진의뢰된 환자들의 PCA, PCEA를 

기본 조제 지침에 따라 조제하고, 구토, oozing 등의 합병

증 발생시 또는 통증의 부적절한 조절시에는 마취과 전공의

나 담당 staff과 의논 후 용량을 조절하거나 천자부위의 소독 

등을 시행한다.

8) 업무: 만성통증환자의 관리 및 처치

목적:  통증의 원인, 성질, 및 발생기전에 대해 이해하고, 통증의 

적절한 평가와 처치를 숙지한다.

내용:

(1)  병동환자가 있을시, 담당 전공의, staff과 함께 회진에 참여

한다.

(2)  통증환자의 문진과 이학적 검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행한다.

(3)  만성통증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술에 참여, 보조하여 술

기를 이해한다.

9) 업무: 환자의 술전 평가 및 동의서 작성

목적:  마취전 환자평가와 전처치는 환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도록 하여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

시킨다. 평가 요소와 전처치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올

바른 동의서 작성을 숙지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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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취전 평가:  마취 중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

술전에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를 직접 만나서 환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체상태를 평가하

여 마취계획을 세우고 설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병력 및 투약력 조사

 - 기도 평가

 - 이학적 검사 시행

 - 환자의 술전 불안 정도 평가 및 관리

 - 수술전 필요한 검사 시행 여부 확인

(2) 동의서 작성:  의사와 환자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앞으로 시행할 전반적인 

마취계획에 대해 설명해주고 적절한 마취제와 

마취방법을 선택하지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위

험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함으로써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시켜서 자연스럽게 마취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도록 한다.

 - 전신 마취 및 부위 마취의 방법과 특징 이해

 - 마취방법에 따른 합병증 및 부작용 이해

 - 환자와 신뢰적 관계 형성

10) 업무: 과 집담회(conference) 참여

목적:  집담회 및 과내 교육행사에 참여하여 마취와 통증에 관한 

최신 지식과 연구등에 대해 이해한다.

내용:

-conference 준비 보조

-conference 적극적 참여

11) 업무: 임상연구 및 기초 연구 참여

목적: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임상연구 및 기초 연구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계획 및 시행 방법에 대

해 이해한다.

내용: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연구 계획 과정 및 시행 방법 작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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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	요소	및	방법

1. 평가 항목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  수술장 복장:  수술복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다. 머리카

락이 수술모자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

다. 수술장 밖에 나갈 때는 수술장 신발을 벗

는다.

- 회복실 및 회진 시 복장: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

한다.

(2) 대인 관계 : 10점

-  담당전공의 4 Staff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

으로 함께 참여, 보조한다.

-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10점

-  각자 맡은 파트의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시는 담

당 수석전공의에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  근무시, 마취과 사무실이나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

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 과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  회복실 환자 진료나 병동 환자의 통증 조절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문사항이 있을시 전공의에게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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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시술: 10점

-  수술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술전평가와 동의서 작

성을 한다.

-  회복실 환자의 호흡, 통증, 구토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담

당 전공의와 함께 올바른 대처를 한다.

-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  통증센터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 마취시 필요한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 기도유지 및 삽관에 관해 정확히 알고, 시행한다

-  회복실 및 APS 에서 담당전공의와 함께 적절한 마약처방

을 하여 처방전을 올바르게 작성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 충실성: 필요한 처방전과 마취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교육담당 Staff/의국장), 

3단계(진료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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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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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한 사람의 완성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영상의학적 진단방법과 중재치료에 대

한 개념을 파악한다.

2.  영상의학과 인턴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서 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습

득하여 의사로서의 평생 동안 가지고 갈 본인의 영상의학적 기본 지식

을 만든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과내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 혈관조영실에서 중재시술의 기본 술기를 익힌다.

3. 영상 판독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III.	근무	지침

1. 혈관조영실 업무:  오전 8시 30분까지 암센터 3층 혈관조영실로 출근하

며, 오후 5시-6시경 퇴근한다.

1) Femoral sheath removal and compression

2) Hickmann catheter removal: 본관 1층 혈관조영실에서 주로 시행

3) Visceral intervention 예약된 환자의 PACS영상 fetch

4) TACE 시술 받는 환자의 검사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

5) 각종 시술 observation 및 시술 보조

2. 기타 업무

1) 과내 집담회 참가 

2) SPOT scanogram 판독

3) CT 동의서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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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업무	지침

1. Femoral sheath removal and puncture site compression

1) 목적:  femoral artery puncture가 필요한 중재시술 후 안전하게 

femoral sheath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2) 내용:

(1)  Normal saline을 채운 syringe, surgical glove, 거즈, 

Medix band를 챙겨서 환자 옆에 간 다음, 병동에서 내려 보

낸 샌드백이 환자 카트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옆에 둔다.

(2)  Neptune pad를 사용하는 지를 확인한 다음 (대부분은 pad

사용하지만 간혹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거즈와 Medix band

를 열어놓고, Neptune pad를 aseptic하게 puncture site위

에 올려둔 다음 pad의 중간부분을 normal saline으로 조금 

적셔둔다.

(3)  Surgical glove를 착용하고, puncture site 위에 검지

와 중지를 사용하여 femoral pulse를 느껴 동맥이 지나가

는 길을 파악한다. Puncture site에 Neptune pad를 놓고, 

puncture site와 그 proximal portion을 지긋이 누르면서 

sheath를 빼낸다.

(4)  누르는 강도는 pulse가 느껴지지만 thrill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며, 피가 새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15분 간 

누르는 것이 원칙이다. 10분 정도 지나서 누르는 손가락에 

살짝 힘을 풀어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가볍게 누르고 있

다가 지혈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손을 떼고 10초간 피가 

새거나 hematoma 발생 여부를 지켜본다. 피가 새어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10분 정도 더 눌러주어야 한다.

(5)  지혈 후에는 Neptune pad 위에 거즈를 얹고 Medix band

를 붙인 후 모래주머니를 얹고 반창고로 고정해준다. 간

혹 Neptune pa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5~20분 정도 지혈하여야 한다.

(6)   지혈하는 동안 환자에게 주의 사항을 말해준다.

주의사항:  Neptune pad 사용 시 4시간 동안 누워있기

(Neptune pad 미사용 시 8시간), 절대로 배에 힘

이 들어가는 행동 금지 (몸 구부리기, 울기, 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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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기 등), 낮은 배게는 괜찮지만, 높은 베게는 

사용하지 말 것, 목이나 다리도 구부려서는 안 됨. 

금식 해제되면 조영제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

되, 일어서지 말고, 고개만 옆으로 돌려서 빨대로 

마시기, 시술부위에 무엇인가 흐르는 느낌 또는 

따뜻한 느낌이 들면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

접 일어서서 확인하지 말고, 즉시 병동 간호사를 

호출할 것. 대소변도 용기를 사용하여 누워서 해

결한다. 

(7) 유의사항:  너무 세게 누른 뒤 갑자기 손을 떼면 혈관이 

expansion되면서 지혈한 부분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 10분 동안 pulse가 

느껴지는 정도의 강도로 compression 하고 난 후

에는 서서히 힘을 빼고 누른다. 

2. Hickmann catheter removal

1) 목적:  대개 chemotherapy 목적으로 insertion한 후 항암치료가 완

료되었거나 열이 나서 catheter infection이 의심되는 경우 

removal을 한다. Catheter를 고정하기 위해 Dacron cuff 라

는 것으로 catheter 주위에 fibrosis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dissection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내용:

(1)  Catheter insertion 부위에 붙어있는 거즈, Medix band, 

Tegaderm을 떼어낸다.

(2) 소독 set를 개봉한다.

(3) 오른손만 surgical glove를 착용한다.

(4)  왼손으로 lidocaine vial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사기에 

lidocaine 12cc를 담는다.

(5)  왼손도 surgical glove을 끼고, catheter insertion 부위 

skin과 catheter 10cm 정도를 잘 dressing한 다음 소공을 

덮는다. 

(6)  Needle holder를 이용해 catheter를 집고 distal part를 가

위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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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docaine 주사기의 바늘을 26G로 바꾼 뒤 catheter 주변 

조직에 주입한다.

(8)  Blade를 holder에 끼우고, tooth forceps으로 insertion 

site 주위를 꼬집어서 마취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다.

(9)  Catheter를 언제 삽입하였는지 환자에게 물어보고, 3~4개

월 이상이면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10) Blade로 exit site 양 옆으로 0.5cm 정도 incision한다.

(11) Mosquito를 이용하여 catheter 주위 조직을 dissection한다.

(12)  Dissection이 충분히 되면 Dacron cuff가 노출된다. 노출

된 cuff를 Mosquito로 잡고 당기면 catheter가 빠져 나온

다. 이때, Dacron cuff가 subcutaneous tissue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Hickmann catheter를 억지로 잡

아 당기지 않는다. 드물게, internal jugular vein rupture

가 유발될 수 있다. 

(13)  Tip culture 처방이 있는 경우, catheter를 뽑은 뒤 보조원 

또는 간호사에게 catheter tip과 Dacron 부위를 각각 잘라

준다.

(14)  Internal jugular vein의 puncture된 부위를 2-3분간 누

르고, catheter exit site를 두 바늘(필요한 만큼) suture 

한다.

(15)  Suture가 끝나면 거즈를 2번 접어서 그 위에 올리고 Medix 

band를 붙여서 고정한다. 환자복을 입혀주고 샌드백을 환

부에 올려 고정한다.

(16)  혈관조영실 칠판에 환자이름과 환자의 귀가시간 (H-cath 

removal 끝나고부터 30분 후 시간) 적는다.

3. Visceral intervention 예약환자의 PACS 영상 fetch

1) 목적:  다음날 visceral intervention의 예약된 환자의 검사를 

online화 하며, PACS 사용법을 숙지한다.

2) 내용:

(1) 암센터 3층 혈관조영실 회의실의 PACS를 이용한다. 

(2)  PACS에서 Work mode-> all exam 에서, Online “N”으로 

하고, 옆에 SMIS 예약환자 리스트 보면서 ID입력 후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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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를 클릭한다. 

(3)  해당 검사를 모두 drag (혹은 떨어져 있으면 Ctrl key 누르

면서 선택) 한 뒤, Ctrl key 누르면서 더블 클릭(or Alt D)한다.

(4)  “Do you want to fetch this exam?”하고 질문이 나오면 

Yes를 클릭한다.

4. SPOT SCANOGRAM

1) 목적:  Limb length discrepancy를 알기 위해 시행한 spot 

scanogram의 판독법을 이해한다.

2) 내용:

(1)  PACS를 열고, procedure에 SPOT SCANOGRAM을 입력하

고, study time에 날짜입력(예, 2009.04.16)하고, Enter key

를 클릭한다.

(2)  환자를 선택하여 사진을 display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하고 자를 선택한다. Femur head 가장 높은 곳에서 

condyle의 가장 바닥까지 선을 그어서 자에서 길이를 측정하

면 femur 길이가 된다. Tibia의 intercondylar eminence의 

가장 높은 곳에서 medial malleolus 가장 아래까지 길이를 

측정하면 tibia 길이가 된다.

(3)  좌우를 모두 측정하고, femur와 tibia을 길이의 합을 구하여 

더 긴 쪽이 어디이며 얼마나 더 긴지 계산한다.

(4)  측정을 마친 사진은 worklist에서 “D” 버튼을 클릭한다. 

Status가 “verifed”에서 “dictated”로 바뀐다.

(5) 하지 spot scanogram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판독한다.

① Right femur length: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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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femur length:  cm;

Right tibia length:  cm;

Left tibia length:  cm

② CONCLUSION: 

 Left lower extremity is longer than right lower 

extremity by  cm;

Right lower extremity is longer than left lower 

extremity by  cm.

5. CT 동의서

1) 목적:  조영제를 사용한 CT scan 시행 시에 환자에게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지 알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2) 내용:  전날 찍은 CT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의사서명란에 

사인한다.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수술복, 신발 등): 10점

①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10점

①  교수 및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

께 참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행선지 보고): 10점

①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담당 수석 전공의에

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①  근무시, 혈관조영실 등의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업

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태도: 10점



영상의학과 413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나 staff의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시술: 10점

①  혈관조영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담당 전공의와 

함께 올바른 대처를 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혈관조영실에서 필요한 기본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판독문과 CT 동의서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1) 1-2: 불량, 3-4: 미흡, 5-6: 보통, 7-8: 우수, 9-10: 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의국장), 3단계(진료 과

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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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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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양학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목표

방사선 종양학과 업무를 직접 경험하여 본과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암환

자의 다방면 치료(Multidisciplinary Approach)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

적 지식 및 수기를 습득한다.

II.	구체적	수련목표

1.  과내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  환자의 병력, 이학적 소견, 각종 검사소견, 수술소견, 병리학적 소견 

및 여러 방사선학적 소견 등을 요약, 정리하여 환자의 진료에 적극 참

여한다.

3.  모의치료, 컴퓨터 치료계획 등에 참여하여 방사선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4. 방사선치료 시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방사선치료 종결 후 종양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근무	지침

1.  방사선 종양학과 인턴 기간 동안 스스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라는 책

임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서 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습득하여 암 환자

의 치료에 필요한 종양학 관점의 기본지식을 습득해야한다. 이는 방사

선치료 환자의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2.  출근은 오전 7시 30분까지, 퇴근은 오후 5시이나 집담회 및 과의 사정

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3. 본 과는 on-call 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IV.	업무	지침

1. 신환 및 협진의뢰 환자 (외래)

1)  외래 전날까지 외래 신환 및 재진 환자의 외래 챠트를 환자의 병력, 

이학적 소견, 각종 검사소견, 수술소견, 병리학적 소견 및 여러 방사

선학적 소견들을 요약, 정리하여 미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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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일 외래 신환 환자의 외래 챠트를 기록한다.

3) 협진의뢰된 환자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둔다.

4)  선임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교수의 외래에 동참하여 원활한 외

래 진행에 도움을 준다.

5)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한다.

6) 마약 처방전 처방 및 싸인을 한다.

7)  일부 환자(유방암, 직장암, 고식적 치료 환자 등)에게 방사선치료 동

의서를 받아 방사선치료의 전 과정 및 방사선치료 시 수반될 수 있

는 각종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2. 모의치료 및 방사선 치료계획 

1)  모의치료실에서는 담당 주치의와 함께 환자의 immobilization 

device 제작에 참여한다.

2)  CT-simulation 시에는 담당 간호사의 조영제 투여를 지도, 감독한다.

3)  방사선치료계획 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T-simulation을 시행한 환

자의 CT 영상에 주요한 정상 장기를 그린다. 

3. Conference

1) 대학원 발표;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40분, 방사선 종양학과 회의실

2) 신환 Conference;  매주 화요일 오후 5-6시. 방사선 종양학과 회의

실

3) 금요세미나;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방사선 종양학과 회의실

4) Chest Conference;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5-6시. 방사선 종양

학과 회의실

5) Head & Neck Conference;  매주 화요일 오후 5-6시. 방사선 종양

학과 회의실

6)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7시 40분에 시작되는 과내 

Conference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회의실 준비를 한다.

7)  과내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원내 암센터 Conference에 참석한다.

4. 종양등록

1)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환자의 자료를 종양등록 양식에 따

라 정리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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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내 발표

1)  방사선 종양학과 인턴 과정 중에는 선임 전공의와 협의하여 1회 이

상의 journal review 혹은 topic 발표를 한다.

V.	평가

방사선 종양학과 인턴 평가 항목

•  평가 항목의 총점은 모두 50점으로 객관적인 평가 후 교육수련부에 제출

한다. 

•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평가 항목 

다음의 항목에 대해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불량(1)으로 

평가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교육수련부에서 제시하는 인턴근무평가양

식으로 방사선 종양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항목 당 5점 만점에 평

가 항목의 총점은 합계가 50이 되도록 평가한다. 

1) 기본 소양 

(1) 용모, 복장  

-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유지하며, 성실하고 공손한 태

도로 진료에 임하여야 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2) 근무 자세

(3) 근무 위치 준수 

-  출근은 오전 7시 30분까지, 퇴근은 오후 5시이나 집담회 

및 과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외출 및 결근은 사전에 의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부

득이한 경우는 사후 즉시 보고한다.

-  무단이탈 시 교육수련부에 즉시 보고하며 24시간 경과 시

에 해당월의 인턴 성적은 0점으로 책정한다.

(4)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여부

(5) 친절한 진료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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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능력

(6) 환자 파악 및 임상 수기 능력

- 외래 진료 기록의 미비 여부로 판단한다.

(7) 모의치료 실 및 치료 계획실

-  방사선치료 계획 시에 정상 장기의 contouring 여부 및 그 

정확성으로 판단한다.

(8)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능력

4) 지식 습득의욕

(9) conference, 교육참석

(10) 배우려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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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핵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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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핵의학과 인턴 수련 목표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단검사와 치료방

법의 종류와 응용원리를 이해하고 그 적응증을 익힌다.

2.  향후 일반의, 타과 전문의 혹은 해당과 1년차로서 핵의학 검사를 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I.	구체적	수련목표

1.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배우고, 취급 및 장해방어 기술

을 익힌다.

2.  핵의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과 영상검사의 종류를 습득한다.

3.  핵의학 영상검사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환자 전처치 및 병력을 숙지한다. 

4.  방사성의약품의 환자 투여방법을 익히고 영상검사의 진행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기능영상의 획득기전을 이해한다.

5.  판독과 집담회에 참여함으로써 핵의학 검사의 적응증과 장점을 이해한다. 

III.	근무지침

1. 인턴의 핵의학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 인턴의 주된 근무처는 본관 B1 핵의학과 진찰실과 판독실이다.

3. 인턴의 근무 복장: 가운을 착용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다.

4.  진찰실에서는 검사 전에 환자를 만나 문진과 병록지를 통해 검사시행 

이유를 파악한 뒤에 유관한 병력과 이학적 소견을 기록한다.

5.  이와 더불어, 뼈스캔(삼상뼈스캔 제외)과 DMSA 신장스캔의 경우는 진

찰실에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 정맥주사를 시행한다. 

6.  오후에는 진찰할 환자가 없는 경우 판독실에서 근무하며 검사가 끝난 

환자의 영상에 대한 wet reading을 시행한다. 이때 환자마다 추가영상

이 필요한 부위와 각도를 결정해 준다.

7. 시간이 되는대로 영상검사의 판독에 직접 참여한다.

8. 핵의학과 집담회와 증례토의에 참석한다.   

9.  근무기간 중에 논문초독과 증례토의를 각각 1회씩 직접 준비하여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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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외에, 근무 지침서 및 핵의학 교과서 정독과 검사과정 참여를 통하

여 방사선 장해방어 기술과 핵의학 영상의 원리를 익힌다. 

IV.	진료지침

1. 환자 진찰시 유의사항

1)  진찰과 주사를 하기 전에 환자의 이름과 병록번호를 반드시 재확인

한다.

2)  검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임상적 질문을 위해 이 검사가 적합한지 

판단해 본다.

3)  병력 기록에는 과거 수술이나 외상, 중요한 치료 등을 반드시 포함

시킨다.

4)  며칠 전에 핵의학 영상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번 검사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거나 용량증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가임 연령의 여성인 경우에는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가능성이 있으면 

핵의학 전공의와 상의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용량감량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검사라면 절반용량으로도 검사가 대개 가능하다. 

6)  수유중인 여성이면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가 몇 번 경과할 때까지 수

유중지를 권한다(그 예로 Tc-99m 의약품을 투여한 경우에는 24시

간 정도 수유를 피한다).

7)  진찰 중에 영상에 지장을 줄만한 부착물(금속단추, 버클, 목걸이 등 

금속성 장식품)이 보이면 촬영 때 빼고 검사하도록 설명한다.

8)  소변주머니, 콧물 등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영상에 영향을 줄 오염

소지가 보이면 영상기록지에 기록하면 촬영 때 도움이 된다.

9)  부하 심근영상(심근 SPECT)을 시행하는 환자에게는 검사에 대해 

미리 설명한 후 검사 동의서를 받아 놓는다.

2. 주요 핵의학 영상검사 및 유의사항

1)  뼈스캔(bone scan): 암의 뼈전이, 뼈결핵, CRPS, DM foot은 삼상 

뼈스캔이 요구되므로 삼상뼈스캔으로 예약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공

의와 상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이때에는 주사와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므로 진찰실에서는 주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는 주사 후 

2-4시간에 촬영하는데 주사는 관심부위를 피하여야 하며 주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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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사를 실패한 부위를 기록해 주면 판독 때 도움이 된다. 전처치

는 없으나 주사 후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변을 자주 보아 방광피

폭을 줄이도록 하며 촬영 직전에 영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방광을 비우게 한다. 촬영은 전신영상 후 관심부위 추가영상을 얻으

므로 약 30분 가량 소요된다. 추가영상은 인턴이 정하며 이때 촬영

부위와 촬영각도(전면, 측면, 사위면, 정수리 영상 등)를 정해준다. 

2)  DMSA 신장스캔(DMSA renal scan): 신장피질에 섭취되어 신장

의 형태학적 평가, 피질결손의 검출, 그리고 상대적 신장 기능을 정

량하는데 이용된다. 전처치는 없으며 주사 후 2-3시간 후에 촬영을 

한다. 스캔에서 피질결손이 의심되나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SPECT

를 추가로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심근관류 SPECT (myocardial perfusion SPECT): 부하기 및 휴

식기 영상을 비교하는데 부하방법은 의뢰에 따라 아데노신 약물부하

나 treadmill 운동부하를 이용한다. 검사 전에 환자에게 검사에 대

하여 설명해 주어야 하며 검사동의서를 받아 놓는다. 아데노신은 혈

관확장 효과가 있어 일시적인 안면홍조, 어지럼증, 두통, 빈맥, 복부

나 흉부 불쾌감 등이 가능하나 대개 몇 분내에 소실된다. 드물게는 

부정맥이나 심근허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증상과 심전도를 잘 감

시해야 하나 약물주입을 멈추면 약물효과가 수초 내에 없어진다. 부

하기 촬영은 방사성의약품 주사 10-30분 후에, 휴식기 촬영은 4시

간 후에 시행한다. 전처치로는 협심증 관련 약제를 이틀 전부터 끊

고(필요시 설하 니트로글리세린은 투여해도 좋다) 담배와 카페인(커

피, 홍차, 쵸코렛, 콜라, 바나나), 그리고 xanthine 제제를 이틀간 

피하게 한다. 검사당일 아침과 점심식사는 소식을 권하고 두 촬영 

사이엔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천식환자는 약물부하 검사에 대

한 상대적 금기대상이다. 

4)  뇌관류 SPECT (Brain perfusion SPECT): 안정한 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리 확보한 정맥으로 주사하며 주사 후 5분 가량 그대로 

있도록 한다. 촬영은 주사한지 10여분 후에서 수 시간 이후에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 뇌관류 예비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디아목스를 

주사하고 20분 후에 방사성의약품을 주사하여 얻은 부하 SPECT와 

다른 날 시행한 휴식기 SPECT를 비교한다. 

5)  DTPA 신장스캔(DTPA renal scan): 환자를 카메라에 앉힌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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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사와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며 촬영시간은 20분이다. 신우에 방

사능 정체가 있으면 라식스를 1mg/kg주사 한 후 이뇨 스캔을 20분

간 추가 촬영한다. 신혈관성 고혈압의 진단을 위해서는 50mg의 캅

토프릴을 경구투여하고 1시간 뒤에 촬영하고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날 기저스캔으로 얻어 비교하므로써 진단한다. 검사하기 1주일 

전부터 염분제한 식사를 하며 캅토프릴은 2일, 에날라프릴이나 이뇨

제는 1주일 끊는다. 검사당일은 탈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

의 물을 마시게 한다. 

6)  갑상선 스캔(thyroid scan): 갑상선 결절의 평가, 갑상선 기능항진

증 및 기능 저하증의 진단에 이용한다. 병력기록시 갑상선 절제수

술이나 방사성 옥소 치료 여부와 갑상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갑상선 결절의 경우 반드시 직접 촉진하여 그 크기와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7)  방사성 옥소 전신스캔(I-131 whole body scan): 갑상선 암 환자에

서 방사성 옥소 치료 후 잔여 갑상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이 암을 

검출하는데 이용된다. 방사성 옥소를 경구 투여하여 그 다음날 촬영

하며 필요시 48시간 영상을 얻기도 한다. 전처치로는 요오드 함유 

음식과 갑상선 호르몬을 4주 이상(cytomel T3는 2주 이상) 피해야 

한다. 임신을 했거나 수유중인 여성은 금기이다. 

8)  폐관류 및 흡입 스캔(lung perfusion and inhalation scan): 주로 

폐전색증의 진단에 이용되나 폐암의 절제 전에 부위별 상대기능 측

정에도 이용한다. 폐전색증의 진단에는 관류스캔과 환기스캔을 비

교하는데 관류스캔은 앙와위에서 10분간 안정한 후 주사하며 (이 때 

혈액이 주사기 안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응혈을 방지할 수 있

다) 환기스캔은 앉은 상태에서 Tc-99m technegas를 흡입시킨 후 

몇 분내로 촬영한다. 폐성 고혈압은 폐관류 스캔에 대한 상대적 금

기이다. 

9)  간담도 스캔(hepatobiliary scan): 주로 급성 담낭염이나 간담도 폐

쇄의 진단에 이용되나 만성 담낭염, 담즙누출, 간 외상등에도 이용

한다.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담낭절제술 등 과거 수술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전처치는 검사 전 6시간 이상의 금식이다. 

10)  Tc-99m 백혈구 스캔(Tc-99m WBC scan): 급성 및 만성 감염

부위를 찾아내고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이용한다. 환자의 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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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c 채취하여 Tc-99m HMPAO 표지를 시키며(2시간 소요됨) 

환자에게 정맥 주사한다. 전처치는 없으며 주사한지 1시간 및 4시

간이 되었을 때 전신촬영을 하고 필요시 추가 영상을 얻는다. 

11)  갈륨 스캔(gallium scan): 불명열 환자의 진단이나 염증병소의 검

출, 임파종 등의 종양 평가 등에 이용된다. 전처치는 없으며 갈륨

을 정맥주사하고 24시간, 48시간, 그리고 72시간에 전신영상을 촬

영한다. 

12)  위장관 출혈 스캔(GI bleeding scan): 먼저 stannous 제제 2cc를 

정맥 주사하고 20분 후 8cc를 채혈하여 이를 체외표지한 다음 다

시 환자에게 정맥주사한다. 촬영은 1시간 혹은 2시간 간격으로 복

부영상을 하여 위장관의 비정상적인 방사능 여부와 그 위치를 판독

한다. 전처치는 없으나 현재 active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만 검출

이 되므로 검사 시행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한다. 

3. 핵의학 체외검사(radioimmunoassay)의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유의사항: 특별한 전 처리가 필요 없는 일반 체외검사는 

plain tube에 한 종목당 3ml를 넣고 1건 추가마다 1ml씩 더 채혈하

여 즉시 핵의학과로 보내거나 섭씨 4도의 냉장고에 보관한다. 

2)  Renin 및 ACTH 검사는 핵의학과에서 미리 준비한 iced EDTA 

tube에 iced syringe로 채혈하여 섭씨 4도 얼음물 운반용기에 넣어 

얼지 않도록 하여 즉시 핵의학과로 보내야 한다. 

3)  C-peptide 측정 시 24시간 소변채취는 24시간 수집용기 (5% BSA 

1ml, 5% sodium azide 1ml)에 모아야 한다 (HCI은 절대로 안 된

다.) 

4)  PTH는 아침 7-10시 공복상태에서 plain tube에 채혈한 후 즉시 

핵의학과로 보낸다. 

5)  연속검사에 필요한 시약(TRH, LHRH, glucagon 등)은 약국에 준

비되어 있으며 처방을 한 뒤에 연속검사를 시행한다. 

6)  GFR, blood volume, Schilling test 등은 핵의학과 체외검사실

(3410-2641)로 예약한 후 검사한다. 

7)  농도가 매우 높아 검사측정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검체는 

미리 희석요청을 해주면 보다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Cortisol, aldosterone 등 일내 변동이 크거나 혹은 자세에 영향을 



인턴 진료지침서428

받는 호르몬은 채혈시간 혹은 채혈 시 환자자세를 기록하면 도움된다. 

9)    혈액 이외의 검체는 전산에서 해당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0)  당일 결과 보고가 요구되는 검사는 오전 8시까지 검체가 접수되어

야 한다. 

11)  핵의학 검사 지침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거

나 검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핵의학 체외검사실(2641)로 연

락한다. 

V.	평가

1.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 태도 (50%): 담당 교수 및 전공의가 평가

2. 환자의 문진 및 진찰태도 (25%): 담당 전공의가 평가

3.  기본 핵의학 스캔 판독 능력 (5%): 담당 교수 및 전공의가 평가

4.  각종 핵의학 검사의 촬영 및 영상원리 이해 (5%): 담당 교수 및 전공의

가 평가

5.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의 이해 (5%): 담당 교수 및 전공의가 평가

6.  방사면역분석(radioimmunoassay)의 이해 (5%): 담당 교수 및 전공

의가 평가

7. 방사선안전관리 숙지 (5%): 담당 교수 및 전공의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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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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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인턴 진료지침서
                                                                    

I.	일반적	수련목표

 진단검사의학과 인턴 수련과정을 통하여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

료하는데 필요한 검사의학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검사 의뢰 및 해석을 

위한 검체 채취, 운반, 검사 실시, 판독, 보고 및 정도관리 과정을 이해한다.

II.	구체적	수련목표

1.  진단검사의학과 인턴의 교육은 근무기간 중 검사의 의뢰, 검체 채취, 

운반, 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진단검사의학과의 업무 흐름

을 철저히 교육받아 인턴과정을 마친 후 전공의, 전문의로서 효율적이

고 상호 협조적인 진료에 동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표

로 한다.

2. 이를 위해 인턴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진단검사의학 지식 습득

검체 채취상의 주의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각 분석

법의 원리, 검사의 종류와 이의 임상적 의의, 해석법 등에 기본지

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각 질환마다 적절한 검사종목과 방법

의 선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기 습득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직접 실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 즉 말초

혈액 도말 및 혈구 형태 감별법, 간단한 세균 염색 및 구별, 요검

사 및 요침사 현미경 관찰, 일반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 관찰방법 

등을 숙달한다.

III.	근무지침

인턴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인턴

은 항상 근무 위치에 있어야 하고 조퇴, 지각, 결근, 외출 등을 포함한 부

재 시에는 의국 수석전공의의 허락을 받고 행선지를 알린다. 인턴은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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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업무지침

1. 인턴 업무의 개요

1)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인턴은 일상적인 업무와 기본 실기 수

련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며, 검사실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의사로

서 검사 과정에 필요한 지식, 수기를 직접 동참하여 습득한다.

2)  검사실, 특히 채혈실, 혈액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응급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과 수기를 직접 동참하여 습득한다.

3) 검사상 의문이나 의견 등은 전공의 또는 담당 교수와 토론한다.

4)  과 내의 모든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 토의에 적극 참여하

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다.

5)  타과의 문의에 성실히 답하고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 

등을 적극 찾아보고 전공의 또는 담당 교수의 자문을 얻어 해결한다.

6)  검사 업무 외에 모든 의국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며 전공의 및 교수

의 업무를 돕는다.

2. 인턴 업무

1) 간기능검사를 위한 ICG Test 시행

(1)  간이식 등을 위해 시행하는 ICG Test시 ICG 약제 주입 및 

leakage 확인

(2) Pre-test, 5, 10, 15분 혈액검체 채취

(3) 하루 평균 2~3회

(4) 1회당 평균 30분 소요

2) ABGA 검체 채혈

(1)  본원, 암센터 외래 채혈실에서 ABGA 처방이 있는 환자에 대

한 동맥혈 검체 채취

(2) ABGA 검사 시행 및 결과 판독

(3) 하루 평균 2~3회

3)  특수검사 의뢰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 및 관련검사결과 조사, 적응증 

검토, 판독참여

(1) TDM: 하루 평균 2~3개 

4) 진단검사의학과 세미나 준비

Resident Seminar, Staff Lecture, Hematology Monthly 

Review, Clinical Service Report, Laborator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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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s Monthly Review

5) 골수 검사 참여

검체 채취부터 판독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판독에 직접 참여

6) 발표

(1)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수련기간 중 1회 이상 시행한다.

(2) 발표 서두에 왜 이 내용을 발표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

(3)  발표내용은 간략하게 하며, 서술형의 기록대신 요약된 제목

으로 기록한다.

(4)  본인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표와 그림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한다.

(5)  해당 발표일로부터 3일 이전에 발표제목을 진단검사의학과 

게시판에 공고한다.

(6) 발표시간 40분을 지키고 발표 후 질문에 성실히 답한다.

V.	평가

1.  인턴의 수련평가는 2주말 수석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관찰된 업무 수

행능력 및 수련 태도를 보고 1차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1) 근무태도:  규율성, 책임감, 근무의욕, 출퇴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

2) 인간관계:  인턴상호간, 전공의, 스태프, 직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3) 지적수준: 이해력, 창의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4) 발표력: 태도, 내용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실시 숙련도

6)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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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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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외과 병리에서 다루는 주요 질병들의 병리학적 소견 및 이의 진단 과정을 이

해하여 향후 환자의 진단 및 임상 연구에 필요한 병리학적 지식을 갖게 한다. 

 

II.	구체적	수련	목표

1.  병리과로 접수되는 검체의 처리과정을 알고, 추가적인 특수염색 및 면

역조직화학 염색, 분자병리검사의 적응증을 이해한다.

2.  전공의의 함께 검체의 육안 검사에 참여하여 장기별로 주의할 점과 중

요 사항들을 파악하고, 육안 사진 촬영법을 익힌다. 

3.  과 및 원내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

힌다.  

4. 세침흡인세포검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술기를 익힌다. 

5.  논문 작성 및 학회 발표시 필요한 현미경 사진 촬영법을 익히고, 기본

적인 병리학적 소견을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6.  병리 진단의 양식을 이해하고, 진단에 필요한 임상 및 검사 소견을 파

악한다.

III.	근무지침

1.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과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오후 7시 경 수

석 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 단, 토요일은 9시에 출근하여 담당 전

공의의 지시에 따른다.

2.  육안검사실, 판독실, 흡인세포검사실을 시간별 순환 근무하며, 각 담당 

전공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

3. 근무 중 담당 장소에서 위치 이탈시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4. 과내의 각종 집담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IV.	업무지침

1. 육안 검사

1) 목적:  육안검사의 일반적 원칙 및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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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해부학적 구조 및 TNM 병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내용 

(1)  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 검체의 접수 일시, 검체의 종류와 

위치, 환자의 과거력 및 임상진단 등을 확인한다.

(2)  담당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검체의 고정, 육안사진 촬영, 검

체 채취 등의 과정을 보조한다. 

(3)  육안검사 과정에서 검체의 크기와 무게, 병변의 특징 등의 구

술 사항을 기록한다. 

(4)  접수 번호에 맞도록 채취된 조직을 고정 용기에 정리하며, 오

류 및 의문사항이 있을 시 담당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5) 조직 고정액 및 염색 시약 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2. 병리 진단

1) 목적:  육안검사 후 채취된 조직의 처리와 이후의 진단 과정을 이해

한다. 

2) 내용

(1) 슬라이드의 제작 과정, 소요시간 등을 이해한다. 

(2)  각 장기별로 병리 진단 양식을 이해하며, 담당 전공의와 함께 

진단시 필요한 임상 정보를 정리한다. 

(3)  향후 임상의로서 진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특수염색, 면역조

직화학염색, 분자병리검사의 원리 및 적응증을 이해한다.

(4)  기본적인 현미경적 소견을 이해하고, 향후 논문 작성 및 발표

시 필요한 현미경 사진 촬영법을 익힌다.

3. 세침흡인세포검사

1) 목적: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술기를 익힌다.

2) 내용

(1)  환자의 문진을 담당하고, 환자에게 전반적인 검사 및 진단 과

정을 설명해 준다. 

(2)  필요시 담당 전공의와 함께 이학적 검사를 실행하며, 검사실

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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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내 및 병원내 집담회 및 교육 참여

1) 목적:  집담회 및 과내 여러 교육 행사에 참여하여 병리학에 관한 지

식을 넓힌다.

2) 내용:  담당 전공의와 함께 집담회 준비를 보조하고, 이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주 1회 이상 과내 집담회에서 병리학적 소견을 

발표한다. 

5. 기초 및 임상 연구 참여

1) 목적:  과내 및 타과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연구 과정에 이해하고, 향

후 형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도록 한다. 

2) 내용:  Staff 및 전공의를 도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

고, 계획 과정 및 방법을 이해하며,이를 보조한다.

V.	평가

1. 평가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및 복장 (10점):  육안검사시 근무복 및 덧가운을 착용하

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단정한 복장

과 깨끗한 가운을 입는다. 

(2) 대인관계 (10점):  Staff 및 전공의의 지시를 따르며, 육안검

사 및 병리진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보조한

다. 의사를 이외의 직원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2) 근무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10점):  맡은 근무 위치에서 담당 전공의의 

지시를 따르며, 이탈시 수석 전공의

에게도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10점):  근무시 병리과 사무실 또는 

의국의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

루어지도록 한다. 

(3) 친절한 진료 태도 (10점):  검사실 및 과내에서 만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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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가지며, 환

자의 문의사항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3) 지식 습득 의욕

(1) 집담회, 교육 참석 (10점):  각종 집담회 및 교육행사에 반드

시 참석하도록 하며, 과내 집담회

에서 기본적인 병리소견을 발표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육안검사 및 진단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찰 및 보조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staff 및 전공의에게 물어본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10점):  육안검사시 검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

요한 임상 정보 및 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능력 (10점):  세침흡인세포검사실에서 시행

되는 시술에 참여하고, 담당 

전공의와 함께 진단시 추가적

으로 필요한 특수염색, 면역조

직화학염색, 분자병리검사의 

처방전을 올바르게 작성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육안검사시 전공의가 구술하는 사항

을 정확히 기록하고, 진단지의 필요기

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잠

정 진단되는 증례들을 정리하여 담당 

전공의에게 알린다. 

2. 평가방법

1) 1-2: 불량, 3-4: 미흡, 5-6: 보통, 7-8: 우수, 9-10: 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3)  본인평가, 1단계(수석 전공의), 2단계(의국장), 3단계(진료과장)로 

평가한다.

4)  추가 평가 의견이 있을 때 따로 기제하며, 필요시 임상의사로서 알

아야 할 기본적인 병리학적 지식에 대해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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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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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일차 의료에 흔한 질병의 양상을 이해하고 가정의학의 접근 방법인 지

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이해하며 실제 환자진료를 경험함으로써 일

차의료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가정의학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필요한 지식과 수기 중 가정의학과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운다. 

II.	구체적인	목표

1. 가정의학의 가족 중심적, 포괄적, 지속적인 진료를 경험한다.

2. 일차의료에서 흔한 건강문제를 감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3.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환자교육 방법을 배운다. 

4.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에 대해 익힌다. 

5.   환자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사회적 문제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6. 일차 의료 수행에 필요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습득한다.

7. 환자에 대한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증진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단순 X선 사진, 초음파 사진 등을 해석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흔히 시행하는 임상 검사 결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과내 회진 및 conference에 참여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I.	근무지침

1. 오전 7시 출근하여, 오후 6시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

2.  전 인턴에게 미리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학습계획을 임상 강

사 및 수석 전공의와 상의한다. 

3.  업무 장소는 가정의학과 병동 및 외래이며, 근무 중 업무 장소에서 위

치 이탈 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의에게 보고한다.

4.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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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치의 전공의 및 수석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시행한다.

6.  당직 교대시간에 당직 근무자에게 업무 및 환자 인계를 하고, 당직 근

무자는 필요한 당직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7.  인턴의 복지 제도 및 당직, 휴가 일정은 원내 규정에 따라 의국장과 상

의하여 결정한다.

IV.	진료지침	및	업무

 인턴은 상급 전공의 및 임상강사의 지도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단, 수

행업무는 과 내외 상황에 따라 교육수련부와 가정의학과 간의 합의 하에 변

화할 수 있다.

1. 학술 집담회(conference) 준비 및 발표 

1) 목적:  집담회 및 과내 교육행사에 참여하여 가정의학과 일차 의료에 

관한 최신 지식과 연구 등에 대해 이해한다.

2) 내용:

(1)  학술 집담회(conference)와 외래 환자 증례토론회(chart 

audit)를 준비하고 참석한다.  

(2)  전공의 자체 학술회의(예: morning topic conference)에 참

석한다.

(3) 월 2회 review journal 발표를 시행한다. 

2. 입원 환자 진료

1) 목적:   가정의학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진료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

식과 술기를 익힌다.

2) 내용:

(1)  회진 준비 후 담당 전공의, staff과 함께 회진에 참석하여, 환

자의 상태와 진단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2)  담당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하여 의무 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한다.

(3)  진료에 필요한 술기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 후, 주치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검사를 위하여 환자가 병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주치의

의 판단 하에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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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환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외래 환자 교육

1) 목적:  외래 환자의 흔한 건강문제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기회

를 갖는다.

2) 내용

(1)  1회 이상 교육 참관 후에, 가정의학과 외래에 비치된 환자 교

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한다.

(2)  환자에게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행동)

의 변화를 주며 치료와 재활에 능동적이고도 적절하게 참여

하게 하는 활동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욕구, 경험, 태

도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3) 환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①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근골격계 질환

② 순응도가 중요한 질환: 결핵, 고지혈증, 불면증

③ 특별한 술기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 주사

④ 행동 변화가 요구: 고혈압에서 저염식, 협심증에서 금연

⑤ 소아, 노인 환자: 가족 교육

4.의학적 면담술

1) 목적:  외래 참관 및 예진, 비디오 촬영을 통한 면담법을 학습한다.

2) 내용 

(1)   가정의학과 교수 외래 진료에 참여하여 주 3~5회 이상 예진 

및 진료 참관을 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진료능력을 

함양시킨다.

(2)  예진과 비디오 촬영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예진 장면을 

녹화하고, 지도 전문의 및 교육 수석 전공의와 함께 면담을 

분석, 토론한다.

(3)  외래참관 및 예진 전에는 필수도서인 “의학면담” 책을 필독한다.

5. 외래 술기, 설문 시행

1) 목적: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외래 수기 및 설문을 시행하여 익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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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1)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대해 상급 전공의가 시행하는 것을 

관찰한다.

(2)  필요한 경우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니코틴 의존도 

검사(Fagerstrom 설문 조사) 등을 시행한다.

(3)  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6. 임상연구 및 기초 연구 참여

1) 목적:  가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임상연구 및 기초 연구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계획 및 시행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2) 내용 : 

(1)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연구 계획 과정 및 시행 방법 작성의 보조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두발, 신발 등): 10점

①  단정한 두발 상태와 복장을 유지하며, 깨끗한 가운을 착용

한다.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1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

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 10점

①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담당 수석 전공의에

게 보고한다.

(2)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 10점

①  근무 시, 가정의학과 외래나 병동 call에 대해 신속히 응답

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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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절한 진료태도 : 10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갖는다.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10점

① 과 내의 교육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2) 배우려는 자세: 10점

①  전공의와 staff이 진료, 수기 시행 시 적극적으로 관찰, 보

조한다.

②  외래 및 병동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상사에게 물어본다.

4) 임상 능력

(1) 환자 파악 및 회진: 10점

①  완화 병동 입원 환자의 호흡, 통증, 구토 정도에 대해 파

악하고 담당 전공의와 함께 올바른 대처를 한다.

② 병동 환자의 회진에 적극 참여한다.

(2)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0점

① 병동에서 필요한 수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시행한다.

②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기들을 정확히 알고, 시행한다

(3) 의무기록 작성: 10점

① 충실성 : 필요한 처방전과 마취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2. 평가방법 [education.samsunghospital.com] 참조

1) 배점기준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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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본인평가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의국장)

3차 평가자

(진료과정)

기본 
소양

용모, 복장

대인 관계

근무 
자세

근무지 준수

신속한 응답

진료 태도

지식 
습득

교육참석

배우려는 자세

임상 
능력

환자 파악, 회진

임상 수기, 처방

의무 기록 작성

추가평가의견:



2014년 인턴 진료지침서

32.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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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인턴 수련지침서

I.	일반적	수련	목표

1.   응급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각종 의학지식과 술기, 처치능력의 습득한다. 

2.  응급환자의 소생술을 습득한다.

II.	구체적인	목표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법을 숙지한다  

2.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습득한다.

3. 환자 진료나 치료 시 중증도를 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

4. 응급환자 진료 시 필요한 기본적 검사에 대해 숙지한다.

5. 응급환자 진료 시 필요한 기본적 술기를 습득하고 시행할 수 있다. 

6. 환자의 수액 및 수혈 요법에 대해 숙지한다.

7. 외상환자의 일차평가와 소생술에 대해 습득한다.

8. 외상 환자의 창상관리에 대해 습득한다.

9. 중독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습득한다. 

10.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병원 이송간 응급처치에 대해 이해한다.

11. 과내 회진 및 conference를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III.	근무지침

1. 응급의학과 인턴의 구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씩 24시간 근무 후 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4명 중 3명은 본관 응급실, 1명은 신관응급실에 근무하며, 응급실내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본 근무 수칙

1)  오전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8시에 환자 및 공지 사항을 인계하

도록 하며 수석전공의의 지시 후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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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전공의 지도하에 응급실에서 필요한 술기를 시행한다. 임상 술

기 권한 인정을 통해 본인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술기는 단독으

로 시행할 수 있다.  

3)  술기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인턴 업무는 주로 SMIS내 인턴 업무 화면

을 통해 전달되며,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구두 지

시가 있을 수 있다. 

4)  담당 전공의 및 전문의의 지도하에 기본적인 기도유지 및 삽관 수기

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습득한다. 

5)     담당 전공의 지도하에 응급실에서 필요한 술기를 시행한다. 임상 술

기 권한 인정을 통해 본인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술기는 단독으

로 시행할 수 있다. 

6)  중환자와 심정지 환자는 즉시 응급실 내에 알리며 기본 인명구조술

이 필요 시 시행한다.

7)   응급의학과 담당 원내 CPR 발생시 근무 인턴 중 1인은 반드시 CPR 

team에 포함되어 CPR 발생 장소로 지체 없이 이동한다. (CPR code A)

8)  Conference 는 오전 8시에 시행되며 출근 시 참여한다.

9)   근무 중 담당 파트 장소에서 위치 이탈 시, 반드시 담당 수석 전공의 

에게 보고한다.

IV.	진료지침

1. 업무1:  기본술기 습득 및 시행

1) 목적: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본 술기를 이해 하고, 필요한 술

기를 습득한다. 

2) 내용: 

(1) EKG 

(2) ABGA 

(3) Foley catheter insertion

(4) L-tube insertion

(5) Invasive procedure

 - 척수 천자

- 흉수 천자

- 복수 천자

- 골수 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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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소 마취 및 봉합술

(7) Wound dressing

(8) Blood culture 

  ; 모든 술기는 병원 임상 술기 권한 인증 시스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업무2: 응급환자 소생술

1) 목적:  응급환자의 소생술(기도유지법, 전문심장 구조술, 전문외상 

처치술)을 습득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내용:

(1)  응급실로 내원하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 및 원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에 즉시 참여하며, 흉부 압박, 동맥혈 채

혈, 기도유지 및 bag-valve mask 사용을 주로 시행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해하고 습득한다. 심폐소생술은 2010

년 개정된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 및 2011년 발행된 대

한 심폐소생술 기침에 따라 시행한다.  

(3)  기도확보와 유지 기도 삽관,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학습

하고 술기를 습득한다.

;  소생술 내의 술기는 기도확보와 유지 및 흉부압박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술기는 담당 교수의 판단과 지도하에 선택적

으로만 시행할 수 있으며, 소생술 내의 모든 술기도 병원 임상 술기 

권한 인증 시스템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업무3: 기본 검사의 시행과 이해

1) 목적: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 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환자 진료 시 적용할 수 있다.

2) 내용

(1)  응급실내에서 시행되는 기본 혈액 검사, 요검사, 심전도 및 

영상 의학 검사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실행 한다. 

(2) 응급 환자의 검사 소견을 이해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한다.

(3)  검사 결과를 담당 전공의 또는 staff과 상의하여 환자 및 보

호자에게 설명하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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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내에서 시행되는 술기 및 검사에 대해 동의서가 필요

한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

캔 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인턴 단독으로 환자를 진료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응급

의학과 전문의 혹은 수석 레지던트 지도하에 환자를 교육적 목적으로 

진료만을 허용한다.  

4. 업무4: 의무 기록 작성

1) 목적: 응급실내 환자의 의무 기록을 충실히 작성 할 수 있다. 

2) 내용: 

(1)  환자 진료 후 의무 기록은 응급실 공통기록을 이용하여 작성

한다.

(2)  진료 과정 중 환자의 상태의 변화, 술기 결과 등의 기록은 공

통 기록에 작성한다. 

(3)  외상 소견, 피부 병변 등은 응급실내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후 의무기록에 첨부 한다. 

(4) 빠진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작성한다.

;  의무기록 작성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한된다. 의무기록 작성은 반드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혹은 수석 레지던트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단, 술

기 관련 의무기록은 예외임.  

5. 업무5: 진료과 집담회(conference) 참여

1) 목적: 집담회 및 과내 교육행사에 참여하여 최신 지식을 습득한다.

2) 내용:

(1) conference 준비 및 적극적 참여

V.	평가

1. 평가 요소

1) 기본소양

(1) 용모, 복장 (가운, 신발 등): 10점

① 복장:   응급실내에서 지급하는 상의 및 하의를 착용하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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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은 상황에 따라 벗고 진료할 수 있다. 단정한 복

장과 깨끗한 가운을 착용하도록 한다. 

 - 수석 레지던트, 의국장 평가 

(2) 대인 관계 (상사, 직원) : 20점

①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

여, 보조 한다.

②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및 원무과 직원 등과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한다.

-  레지던트, 간호 파트장의 의견 수렴 하여 수석 레지던트, 

의국장 평가

2) 근무 자세

(1) 근무 위치 준수 (당직, 행선지 보고) : 15점

①   근무위치를 준수하고, 위치 이탈 시는 담당 수석 전공의에

게 보고한다.

- 수석 레지던트 평가 

(2) 친절한 진료 태도 : 15점

①   항상 친절한 진료태도를 보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실

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  레지던트(주치의)를 통해 시술 시행시의 친절한 진료 태도

를 평가 의견 수렴 

3) 지식 습득 의욕  

(1) conference, 교육참석: 20점

① 과내의 교육 및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 출석표 기준으로 수석레지던트, 의국장 평가 

4) 임상 능력 

(1) 임상수기 및 처방 능력: 15점

①   응급 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

한다.

- 응급실내 술기 시행 표 기준으로 평가

(2) 의무기록 작성: 15점

① 충실성 : 필요한 의무기록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

② 미비기록: 필요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한다. 

- 시행한 술기에 대한 의무기록 sampling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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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최종 근무일 오후 담당 수석 레지던트, 의국장 면담 실시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본인 의견 및 feedback 실시 

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 

1) 1-2:불량, 3-4:미흡, 5-6:보통, 7-8:우수, 9-10:탁월

2) 각 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배점을 합산한다. (총 100점)

3)  본인평가, 1단계(교육담당 전공의), 2단계(병동장/의국장), 3단계 

(진료 과장)로 평가된다.

4) 추가 평가의견이 있을 시 따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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