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강사 수련프로그램 및 근무지침 – 마취통증의학과 

 

프로그램 명 마취통증의학과 펠로우쉽 (수술마취/통증클리닉 통합 운영) 

프로그램 디렉터/코디렉터 이상민 교수/김덕경 & 심우석 교수 

대상(자격) 전문의 1 년차 이상 

일반적인 

수련목적 

수술마취와 통증클리닉 과정을 통합 운영하되,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통증클리닉 분

야와 수술마취 분야(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이식마취, 심장마취, 및 일반마취)로 추가 

세분화하여 좀 더 집중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역량기반 

성취목표 

1. 지식분야  

- 문헌학습: Journal review (매주 수요일)  

- 학술교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참석 및 발표 

- 원내 연구 미팅:  

- Pain conference (매주 월, 화, 목) – 통증클리닉 파트 연구 미팅 

- Clinical research meeting (매주 수요일) – 이식, 심장 마취 파트 연구 미팅  

2. 임상 및 술기 분야 

  - 수술마취 (배정된 수술실 마취 담당) 

- 통증클리닉 (외래 진료: 1 회/주) 

3. 연구 및 학술 분야 

- 수술마취 (SCI/E 논문 또는 국내 학진 등재지 논문 1 편 이상/년) 

- 통증클리닉 (통증인증의 자격 요건 취득) 

4. 교육 분야 

- 의과대학생, 파견 학생, 전공의 교육 



운영기준 

1-1. 주간 일정표 (수술마취) 

- 오전 7:10-8:00: 수술 전 환자 방문 라운드 참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 

- 오전 8:00-17:00: 수술 마취 

 

1-2. 주간 일정표 (통증클리닉) 

- 오전 7:10-8:00: Pain conference 

- 오전 9:00-17:00: 외래 참관 또는 담당/통증 시술 참관 및 실시 

 

2. 원외 학술 회의  

- 대한 마취통증의학회 통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참석 

- 대한통증의학회 학술대회 및 서울지회 참석 

평 가 

(별도 양식작

성 가능) 

자체 평가 기준(아래 5가지 객관적 항목: 50점 만점, 스텝들의 주관적 평가: 50점 만

점)에 의거하여 매년 평가 실시. 

1. 과내 업무 기여도: 스텝 평가 점수 10점 만점에 “과 활동 프로그램(예: 전산 개발, 

QI 활동, 주요 과 활동 참여)”에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5점을 추가 배점. 

2. 과 교육프로그램 참여 점수: 당해년도 3~8월의 수요저널리뷰/금요컨퍼런스에 3회 

결석 초과 시 추가 결석 횟수 당 10점에서 1점씩 감점. 

3. 학회 발표 점수: “임용계약 전년도 9월 1일~임용년도 8월 31일 기간”에 각종 학

술대회의 발표 실적이 있을 경우 5점 배점. 

4. 논문 점수: “임용계약 전년도 9월 1일~임용년도 8월 31일 기간” 발표 논문을 평

가 대상으로 하되 최대 20점 만점(Acceptance letter부터 인정). 

: SCI(E) 논문 주저자는 편당 10점, 국내 학술지 논문 주저자는 편 당 5점, 저널 구분

없이 증례논문의 주저자는 편당 3점. 공동저자의 경우 편 당 해당 점수의 1/2를 배점  

5. 학위 점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이수 중일 경우 10점 만점 배점(평가년도 2학기



신규 입학의 경우에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