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과

Ⅰ. 수련목표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혀 유능한 외과의사를 양성함에 있음.

Ⅱ. 년차 별 수련내용

1. 1년차

퇴원환자 150명 이상의 환자 취급

100예 이상의 Major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100예 이상의 Minor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응급환자 진료

수술 전 환자의 평가 및 준비를 위한 처치

술 후 환자의 관리 및 처치

20예 이상의 Minor 수술 시행(예 Appendectomy, Hemia 수술, Excisional biopsy,

중심정맥 Catheterization, nail extraction 등)

중환자실 환자 처치 및 관리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2. 2년차

50명 이상의 퇴원 환자 취급

50예 이상의 Major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50예 이상의 Minor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20예 이상의 Minor 수술 시행(예 Appendectomy, Hemia 수술, 복강경 담낭 절제술)

응급실 환자 처치 및 관리

동물 실험 참여

마취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파견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3. 3년차

50명 이상의 퇴원환자 취급

300예 이상의 외래 환자 취급

100예 이상의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20예 이상의 수술 시행(Gastrectomy, mastectomy, colectomy, cholecystectomy,

A-V shunting, hemorrhoidectomy, and thyroidectomy 는 필수)

동물 실험 시행

혈관 검사 시행(Vascular lab.)

이식 환자 관리



2편 이상의 논문 발표

영상의학과(초음파), 소화기 내과(내시경), 병리과(surgical pathology) 파견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4. 4년차

300명 이상의 퇴원 환자 취급

500명 이상의 외래환자 취급

200예 이상의 수술 참여 및 수술 소견서 작성

50예 이상의 수술 시행(Hepatectomy, bilo-enteric anastomoisis, arterial bypass graft,

abdomino-perineal resection 등)

외부 2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학술회의 참석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2회 이상 참석

Ⅲ. 년차 별 수기 항목

수련 내용에 포함

Ⅳ. Test 및 평가 계획

1. 1년차 승급 시험: 매년 1월 시행

2. 전공의 기록부 기재 평가

3. 근무 고가표 작성

4. 각 수술 시행 시 술기에 대한 평가표 작성

Ⅴ. Conference 일정 및 전공의 참여에 대한 세부 내용

일정: Conference 일정표 참조

발표내용 및 발표방법:

1) Journal conference: 최신 journal 숙독 후 내용 요약 및 배경설명 OHP file 사용

2) SGR: 교수 및 전임의 세부전공분야 강의

3) 외부초청강사 강의

4) GI conference: 선정된 환자의 review 및 discussion

5) X-ray conference: 술 전 술 후 환자의 요약 발표

6) 외과병리 conference: 선정된 환자의 review 및 discussion

7) Liver transplantation conference: case review and discussion

8) Kidney transplantation meeting

9) Vascular X-ray conference

10) Breast conference

11) Pediatric surgery : X-ray conference

12) Pediatric surgery : pathologic conference

13) Text reading: Text review 후 OHP film 이용 발표



발표시간: Conference 일정표 참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Vasc.X-ray
Conference
8AM

Breast Conference
7AM

Vasc.X-ray
Conference
8AM

M&M Conference
(첫째주)
8AM

S.G.R(2,3주)
8AM

외부초청강사강의
(4주)
8AM

Vascular weekly-
review Conference

9AM

X-ray Conf.
9AM

오후

L-T
Meeting
4PM

유방협진
(첫째주)
5PM

Journal
Meeting
6PM

Surgico-pathologic
Conference
4PM

위암연구회
6PM

Surgico-radiologic-
Conference
3PM

L-T Meeting
4PM

X-ray Conf.
5PM

Pediatric Surgery
X-ray Conf.(격주)

5PM

G·I Conf.
5PM

간암 Conf.
6PM

K-T Meeting
(격주)
4PM

Vascular
Conference
4:30PM

Pediatric Surgery
Pathologic

Conf.(month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