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과 
 

I.  수련 목표 

신경과 전공의로 4년동안 신경과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 훌륭한 신경과 전문의로서 자

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신경계 질환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필요

한 지식 및 임상적 수기를 갖추고, 여러 가지 신경계 검사(뇌파 검사, 근전도 검사, 유발

전위 검사, 신경심리 검사, 뇌혈류 검사, 신경방사선학적 검사)에 관한 기본적 수기 및 판

독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임상 및 기초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 내에서의 

인턴 및 하급 전공의에 대한 교육 능력을 배양한다. 

 

II. 각 년차별 수련 내용 

1. 1년차 : 병동장 및 병실 수석의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의 감독 하에 입원실, 응급실, 신경계 중환자실, 24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실, 수면 다원 검사실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신경과의 주제 발표, 학술 서적 발표, 각종 강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신경학 분야의 최신 지식을 습득한다. 

3) 임상 신경학과 관련 있는 기초 학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적 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자 맡은 환자에 대한 의무 기록 정리 및 임상 경과 등을 기록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로부터의 조언을 받는다. 

2. 2년차 : 1년차에 대한 지도 감독 이외에 일반 외래 환자 진료에 참여하며 기본적 수기 

및 판독 능력을 배양한다. 

1)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의 감독 하에 입원실, 응급실, 신경계 중환자실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2) 신경과에서 시행되는 학술지 발표, 주제 발표 등에 참여한다. 

3) 신경계 검사실 중, 근전도, 유발 전위 및 뇌파 검사에서 기본적 수기 및 판독 능력을 

배양한다. 

4) 신경계 교육에 필요한 비디오, 사진, 각종 집담 회의 기록 등을 담당하여 교육 능력을 

배양한다. 

3. 3년차 : 신경과 의사로서의 필요한 모든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전문

적인 검사에 대한 수기 및 판독 능력을 배양한다. 

1) 입원 환자 이외에 외래 환자에 재한 진료를 하며 외래에서의 검사, 투약 처치, 추적  

관찰 등의 진료 능력을 배양한다. 

2) 하급 전공의의 환자 진료 업무를 지도한다. 

3) 신경계 검사실 중, 근전도 검사실, 비디오-뇌파 집중 검사실, 수면다원 검사실, 인지기



능 검사실, 신경심리 검사실, 언어 검사 및 언어 치료실, 수술 중 추적 감시장치, 뇌혈류 

검사실을 순환 근무하며 기본적 수기 및 판독 능력을 배양한다. 

4. 4년차 : 수석 전공의로서 병실 환자 진료 및 하급 전공의에 대한 교육 등을 책임지며  

의국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한다. 

1)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여 병동장 전문의에게 경과 보고를 하며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2)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며, 병원 내에서 응급 자문의로서의 역할을 습득한다. 

3) 수련의 및 하급 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습득한다. 

4) 신경학의 특수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하여 병동장의 책임 아래 학술 연구 등에 

참여한다. 

5) 과내의 각종 집담회, 초록회 등을 주관한다. 

 

II. 평가 방법 

1. 신입 전공의 교육 후 교육 내용에 대해 필기 및 실기 평가를 시행한다. 

2. 전공의에 대한 근무 평가는 근무 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매월 해당 병동장이 평가한다. 

3. 각 부문별 전문의는 전공의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도록 한다. 

4. 과장은 병동장의 평가를 최종 확인한다. 

5. 매월 Staff lecture에 대한 전공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6. 매년 실시되는 전국 신경과 전공의 In-service exam의 결과를 평가에 참조한다. 

 

III.  Conference 일정 

1. 원내 학술 회의 

1) Morning Case Conference: 주 5회 

2) Neurology Grand Round(NGR): 주 1회 

3) Staff Lecture: 주 1회 

4) Case Conference: 월 2회 

5) Topic Seminar; 월 2회 

6) Journal Review: 주 1회 

7) Stroke Round: 주 1회 

8) Movement Case Video Conference: 주 1회 

9) Neuromuscular conference: 주 1회 

10) Neuro-Radiology Morning Conference: 주 1회 

11) Epilepsy Patients Management Conference: 주 1회 

12) Epilepsy, Sleep Seminar: 월 2회 

13) Electromyography Conference: 주 1회 

14) Neuro-Vascular Conference: 주 1회 



15) Neuro-Pathology Conference: 월 1회 

16) Neuro-Oncology Conference: 월 1회 

17) Neurology Research Presentation: 년 2회 

 

2. 원외 학술 회의 

1) 대한 신경과 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 대회 및 보수교육 

2) 대한 뇌졸중 학회 학술대회 및 집담회 

3) 대한 임상신경 생리학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4) 대한 간질 학회 학술대회 

5) 대한 두통 학회 학술대회 및 집담회 

6) 대한 치매 학회 학술대회 및 집담회 

7) 대한 신경과 학회 서울, 경기 지부 월례 집담회 

8) AMC-SMC 신경과 공동 심포지움 

 

3. 주간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토

06:45~07:30 staff lecture
07:30~08:30 morning conferencemorning conference case conference radiology conference morning conference morning conference

journal review (8:00~
의국회의(9:00~

02:00~03:00 movement conference peripheral conference
04:00~05:00 stroke round neuro-vascular (4:30)
05:00~06:00 NGR topic seminar epilepsy conference
07:00~ book review

NGR : 중강당, 직무교육장, 의국
Neuro-radiology conference(격주): 별관 지하 3층 판독실
의국회의 :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Weekly sche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