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아 과 
 

Ⅰ. 수련목표 

 소아과 전분야에 걸쳐 고도의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소아보건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타과의 자문에 응할 수 있

으며, 또한 소아과학의 발전과 전공의의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과 전문의를 양

성함을 그 목표로 한다. 

 

Ⅱ. 년차별 수련과정 

1. 1년차 

1) 환자취급범위 : 담당의사로서 퇴원환자 75명 이상 (실인원) 

2) 교과내용  

1~3년차 공동사항으로 소아과 전문의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특수검사 

수기를 습득하여 소아과 전문의로서의 기본 능력을 함양한다.  

1년차는 소아과를 시작하는 전공의로서 소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상 소아 및 

소아의 다양한 질환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둔다. 

(1) 심전도판독 : 100 건 이상 

(2) Spinal tap : 50 회 이상 

(3) 골수검사 및 판독 : 10 회 이상 

(4) 중환자실 : 1 개월 이상 

(5) 응급실 근무 : 2 개월 이상 

(6) 현미경 요검사 

 

3) 학술회의 참석 : 외부 2회 이상 

소아과학회 1회 이상 

원내 50회 이상 

2. 2년차 

1) 환자취급범위 : 담당의사로서 퇴원환자 75명 이상 (실인원) 

육아상담 50명 이상 

2) 교과내용 :  

1~3년차 동일 

2년차는 중환자실 경험을 통하여 중증 소아, 신생아 및 미숙아의 집중 치료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3) 학술회의 참석 : 위와 동일 

 



3. 3년차 

1) 환자취급범위 : 신생아, 성장 및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신경 및 지진아, 심장질                  

환, 혈액종양 유전질환의 분야별 퇴원한자(각 분야별 최소한 10

명), 1, 2년차와 중복 불가능 

2) 교과 내용  

1~3년차 동일 

3년차는 병실의 중환자와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의 전형적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 

 

3) 학술회의 참석 : 위와 동일 

 

4. 4년차 

1) 환자취급범위 : 지도 환자(수석 전공의로서 진료 지도한 환자) 

입원 100명 이상 

외래 300명 이상 

2) 교과내용  

수석 전공의로서 입원 환자 진료에서 하급 전공의를 지도 감독하며, 외래 진료

를 독자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세부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하며 관심 세부 전공 분야의 진료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3) 학술회의 참석 : 외부 2회 이상 

소아과학회 1회 이상 

원내 50회 이상 

연수교육 2회 

4) 논문제출의무 :  1~4년차 기간중 제1저자 논문 2편 또는 제1저자 논문 1편과 

제2저자 논문 2편(최소한 제1저자 1편은 Original 원저이어야 

한다.) 

 

 총  계 

- 퇴원환자 150명 (지도환자 100명), 외래환자 300명, 육상상담 50명 

- 학술회의 참석 : 외부 8회 이상, 소아과학회 6회, 원내 50회 이상, 연수교                 

육 2회 

- 논문제출의무 : 1~4년차 기간중 제1저자 논문 2편 또는 제1저자 논문 1편            

과 제2저자 논문 2편(최소한 제1저자 1편은 Original 원저

이어야 한다.) 

 



 

 

연 

차 

환자취급  

범    위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    석 

논문제출 의무 타과 

파견 

기타 

요건 

1 

년 

차 

퇴원환자(담당의사로

서) 

75명이상(실인원) 

외부 2회이상 

소아과학회 

1회이상 

원내50회이상 

없음  

2 

년 

차 

퇴원환자(담당의사로

서) 

75명이상(실인원) 

육아상담 50명이상 

외부 2회이상 

소아과학회 

1회이상 

원내50회이상 

없음  

3 

년 

차 

신생아.성장 및 내분

비질환, 신경 및 지진

아, 심장질환, 혈액종

양의 분야별 퇴원환

자(각 분야별 최소한 

10명) 1,2년차와 중복 

불가능)  

1~3년차 공동 소아

과전문의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특

수검사 수기를 습득

하여 소아과전문의로

서 기본능력을 함양

케 한다. 

심전도판독:100건이

상 

spinal tap:50회이상 

중환자실:1개월이상 

응급실 : 인공 심폐 

소생술 수기 습득 & 

응급실 근무 2개월 

이상 

현미경 요검사 

 

외부 2회이상 

소아과학회 

1회이상 

원내50회이상 

없음  

4 

년 

차 

지도환자(수석전공의

로서 진료지도한 환

자) 

입원 100명이상 

외래 300명이상 

입원환자 진료의 수

석전공의로서 하급전

공의를 지도 감독하

며, 외래 진료를 독자

적으로 완료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한다. 

외부 2회이상 

소아과학회 

1회이상 

원내50회이상 

연수교육 2회 

없음  

총 

계 

퇴원환자 150명 

(지도환자 100명) 

외래환자 300명 

육아상담 50명 

 외부 8회이상 

소아과학 6회 

원내50회이상 

연수교육2회 

 

 

제1저자 논문 

2편 또는 제1

저자 논문 1편

과 2편(최소한 

제1저자 1편은 

Original원저이

어야 한다.) 

제1저자 논문 

2편 또는 제1

저자 논문 1편

과 제2저자 논

문2편(최소한 

제1저자 1편은  

윈저이어야 한

다.) 

  

 

 

Ⅲ. 집담회 (Conference) 

1) 소아과학 집담회 (Pediatric Grand Round) 

2) 논문 초독회 (Jornal Club) 

3) 문제 환자 집담회 (Problem Case Conference) 



4) 사망 환자 집담회 (Mortality/ morbidity Conference)  

5) Topic Review 

6) 병실 회진 

7) 소아과-방사선과 집담회 (Pediatric Radiology Conference) 

8) 관련 타과 집담회 (소아외과, 흉부외과, 임상병리과, 진단병리과, 정신과 등) 

9) 당직 보고 

10) 의국 회의 

11) 소아과 연구 집담회 (Pediatric Research Conference) 

 

 

IV. 근무 수칙 

1) 전공의는 전문의의 지도 하에 입원, 외래 및 응급실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다. 

2) 전공의 근무 시간은 근무 부서별 일정에 맞추고 담당 전문의 및 과장의 지시에 따

른다. 

3) 전공의는 당직 보고 및 각종 집담회에 참석한다. 

4) 전공의는 각종 의무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전문의 지도 하에 담당 환자의 진단서

나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당직 전공의는 비당직 담당 전공의로부터 당직 시 담당할 환자의 제반 상태, 주의 

및 확인 사항에 대하여 인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기록을 통해 남겨져야 

한다. 비당직 담당 전공의는 당직을 마치는 전공의로부터 마찬가지로 환자를 인계 

받는다. 

6) 당직 전공의는 당직 중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판단하며 필요

하면 언제든지 다른 전공의 및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고 보고한다. 당직 중 발생하

는 특이 사항은 기록으로 남긴다. 

7) 전공의는 하급 전공의, 수련의 및 학생 교육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8) 전공의가 근무지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 및 과장에게 알린다. 

9) 전공의는 담당 전문의 및 과장의 승인 하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