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부 과

Ⅰ. 수련목표

피부질환을 진단, 처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익히고 피부과학과 관련된 기초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능숙한 피부과 의사의 양성에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피

부과학의 발전과 전공의의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둔다.

근무수칙

1. 병 실

1) 저년차 전공의는 입원환자의 주치의로서 역할을 한다. 매일 회진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

고 진료에 임하며, 수석전공의와 상의하여 담담 교수에게 보고한다.

2) 전공의는 수련의를 지도하며 수련의가 능동적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돌려한다.

3)병실 담당 수석전공의는 병실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담당전공의를 지도하며 진료상황을 교수에

게 보고한다.

2. 외 래

1) 전공의는 외래진료에 참가하여, 병록지의 작성, 피부과적 검사의 실시, 전산입력 등에 참여한다.

2) 전공의는 외래처치실에서 조직검사, 광선치료, 피부과적 소수술, 기타 피부과적 치료에 임하다.

3) 전공의는 특수 클리닉에 참가하여 진료보조 및 임상수기를 익힌다.

4) 환자 진료에 의해 발생하는 병리검사 슬라이드, 임상사진, 기록지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3. 당 직

1) 1년차 전공의는 병실 및 응급실에 대하여 당직을 실시하며, 당직 전공의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당직 전공의는 환자의 상황이 자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상위전공의나 담당 교수를 호출하

여 보고한다.

4. Conference

1)전공의는 원내 conference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고년차 전공의는 저년차 전공의의 발표를 지도

한다.



Ⅱ. 연차별 수련과정

1. 1년차

1) 진 료

(1)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입원 및 외래 환자진료

(2)병록지 작성

(3)수련의 지도

2) 교 육

(1)피부의 기초적 병태생리

(2)피부조직학

(3)피부생리학

(4)피부미생물학

(5)피부생화학

(6)피부약리학

3) 연 구

(1)원내 및 외부 학술대회 참석

(2)연구논문(중례 중심)발표

2. 2년차

1)진 료

(1)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입원 및 외래 환자진료

(2) 병록지 작성

(3)하급전공의 지도

2)교 육

(1)피부면역학

(2)광생물학

(3)감염학

(4)성병학

(5)유전학

(6)기타 관련교육 내용에 따른 실기 교육

①첩포 및 광첩포 검사

②광검사

③알레르겐 피내 검사

④세균 및 진균 배양 및 판독

⑤피부생검

3) 연 구

(1) 원내 및 외부학술대회 참석

(2) 연구논문 발표(중례 및 원저)



3. 3년차

1)진 료

(1) 지도 전문의 지도하에 입원 및 외래환자 독자적 진료능력 배양

(2) 병록지 작성

(3) 하급전공의, 수련의 지도

(4) 타과 의뢰환자 자문진료

2) 교 육

(1) 피부병리조직학, 피부종양

(2) 피부외과학

(3) 냉동수술

(4) 레이저 치료

(5) 피부박피술 및 기타수술

(6) 광요법

3) 연 구

(1) 원내 및 외부학술회의 참석

(2) 연구논문 발표(원저 및 중례)

4. 4년차

1) 진 료

(1) 지도 전문의 지도하에 입원 및 외래 환자 독자적 진료 능력배양

(2) 병록지 작성

(3) 하급전공의 수련의 지도

(4) 타과 의뢰환자 자문진료

2) 교 육

(1) 피부병리학

(2) 피부외과학

(3) 기타 피부질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수기 숙달

(4) 나병학

3)연 구

(1) 원내 및 피부학술회의 참석

(2) 연구 논문발표(원저 및 중례)

※ 타과파견

연차에 관계없이 나병학, 성형외과학, 병리조직학, 성병학, 소아과학, 미생물학, 방사선과학에 관련

된 기관에 6개월 이하 파견 교육함.

Ⅲ. Test 및 평가계획



6개월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평가한다.

임상소견, 병리조직소견, 진단,치료 원인 기전에 대한 문항으로 실시하며 최신 Topic을 중심으로 시

행한다.

1. 세부평가

1) Pruritus

2) Atopic dermatitis

3) Contact dermatitis

4) Drug eruption

5) Urticaria

6) Connective tissue disease(LE, scleroderma, dermatomyositis, etc.)

7) Bullous disease( pemphigus, bullous pemphigoid, etc.)

8) Psoriasis

9) Acne

10) Herpes Zoster

11) Superficial mycosis

12) Leprosy

13) Syphilis

14) Vitiligo

15) Vasculitis

16) Malignant tumor

17) Laser Therapy

18) Cryotherapy

19) Phototherapy

20) Steroid

21) Antihistamine

22) New drugs

Ⅳ. Conference 일정 및 전공의 참여에 대한 세부내용

1. 피부과 주간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8:00~9:00 Textbook Journal Histopathology Textbook Dermatologic Textbook

reading meeting Conference reading Grand round reading

9:00~12:00 오 전 진 료

1:00~4:00 오후 진료 및 특수 클리닉

5:00~ Lab Histopahtology Topic&Photo

meeting review meeting



2. Conference에서의 전공의의 역할

1)잡지강독(Journal meeting)

전 정공의가 최근의 피부과 영역의 잡지에 발표된 논문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발표시간은 각자 5~10분 이내로 한다.

2)피부병리 집담회(Histopathology Conference)

전 연차가 참석하고 저년차는 1년간 정해진 계획대로 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질환 예를 발표하며, 고

년차는 진료중인 환자중에서 학술적 토의 가치가 높은 중례를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전공의 발표후 토의 및 질문을 시행하여 발표준비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며 토의후 간략한 re

view를 시행한다.

3)교과서 초독회(Textbook reading)

전 연차가 참석하고 2,3년차가 지정된 교과서를 단계별로 나누어 매주 일정양씩 요약 발표하며,4년

차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comment한다.

4)피부과학 세미나(Dermatologic Grand Round)

매 학기별로 미리 결정된 주제에 대하여 전공의가 담당 교수와 상의하여 준비한 후 공동으로 발표

하고 교수는 전반적인 내용을 review한다.

5)임상사진 토의(Photomeeting)

최근 내원한 환자나 입원환자를 본과에 의뢰된 환자중에서 진단이 모호하거나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중례들을 위주로 임상사진과 병리조직사진을 통하여 토의한다. 발표는 주로 고년차전공의가 담당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