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명 국제진료센터 펠로우쉽  

프로그램 디렉터/코디렉터 이상철 

대상(자격) 1년차, 2년차 

일반적인 

수련목적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전문의로서 진단, 치료, 

상담 및 진료의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습득한다. 

역량기반 

성취목표 

 

-지식 분야 

1. 매주 1회 저널클럽에서 진료 관련 최신 article, guideline, 또는 외국인환자 진료 

및 운영 관련 문서를 토론하고 발표한다. 

2. 국외학회 1회, 국내 학회 2회 이상 참석한다. 

 

-임상 및 술기 분야  

1. 외래 진료를 개설하여 외국인 환자의 진단, 치료, 그리고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한다. 진료분야는 급성 질환, 만성 질환, 질병 예방, 여행의학등 일차 진료에 대

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습득한다.  

2. 회진을 통하여 다양한 진료과로 입원해 있는 외국인 입원 환자를 파악한다 

3. 외국인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

의 치료 및 퇴원 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4. 당직시 응급 환자 의뢰에 대한 컨텍을 담당하여 적절한 진료과 선정, 응급진료 및 

입원 과정을 지원한다. (121병원의뢰환자, 해외환자, 혹은 international SOS 의뢰 환

자) 

5. 해외에서 의뢰 문의 시, 진료과 선택과 관련된 자문을 지원한다. 

6. 감염성 질환 의심환자 내원 시 일차 screening 진료를 담당한다. 

7. 영문 소견서 및 퇴원요약기록지 등의 작성 및 검수를 담당한다. 

 

  

-연구 및 학술 분야  
국내외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를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 

 

-교육 분야 

선택실습으로 참관하는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 참여한다.  



운영기준 

 

외래 진료 

외국인 입원 환자 회진 

진료 지원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국제진료전체 회의   

월요일 오후 staff meeting 

금요일 국제협력실 운영회의 

국제진료센터 T/F 팀회의  

On call 당직 

 

-수련(근무) 지침 및 의무  

1. 국제진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 행위 및 문서작성에 필요한 영어능력 배

양은 필수적이며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

한 태도 및 소양을 익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의 의무를 갖는다.  

2. 국내외 교육행사를 포함한 학술행사에 참여하여 진료분야 및 외국인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리뷰 및 최신지견을 학습할 의무를 갖는다. 

3.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평 가 

(별도 양식작

성 가능) 

프로 그램 평가 

 

피수련자의 만족도 

-수련기간동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이 가능했다. 

-저널클럽이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임상에서 학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본원 내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식의 습득, 임상의 모든 분야에 균형있는 시간, 노력의 분배가 가능했다.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하였다. 

 

목표 성취도 

-일차 진료 임상전문의로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하는 전문적 지식과 수기 및 임상경험을 습득하였다. 

-학회 참여가 용이 하였다. 

 

피교육자에 대한 결과 평가 :  

지식(35) 

-저널 클럽에서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하고 있으며 주제에 대해 준비를 철저

히 한다.(15) 

-외래 진료, 병동환자 진료시 교과서 적인 standard treatment를 알고 있다.(10) 

-외래, 병동 환자 진료시 evidence based treatment를 하려고 노력하며, 최신 

update를 알고 있다.(10) 

 

임상, 술기(35)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다.(20) 

-입원 환자 파악을 하고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5) 



-응급환자 파악을 하고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5) 

-영문 medical report 작성을 원활히 할 수 있다.(5) 

 

태도(30) 

-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와 치료자와의 적절한 관

계를 유지한다.(10) 

- 의사들과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지도하는 교수에게는 fellow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10) 

- 타 직종의 병원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5) 

- 질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공부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