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활 의 학 과

Ⅰ. 수련 목표

재활의학 영역의 각종 질환 및 외상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또한 이 분야의 환자 및 장애자의

재활에 참여하는 팀구성원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고 하급 전공의에 대한 교육지도능력을 배양하여 종합병원이

나 재활원 또는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재활의

학 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Ⅱ. 년차별 수련 내용

1. 1년차

1) 교육 목표 : 재활의학의 기본원리 및 환자 또는 장애자의 평가

및 검사

2) 습득내용:

(1) 기초과목 : 기능해부학 , 인체운동학, 생리학, 행동과학, 물리학

(2) 물리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에 대한 원리 및 실기습득

(3) 환자 또는 장애자에 대한 병인 및 재활의학적 검사방법

(4) 환자병력 기재

(5) 각종 엑스선 판독능력배양

2. 2년차

1) 교육목표 : 환자 및 장애자의 진찰 진단 및 치료원칙

2) 습득내용 :

(1) 기초과학 : 생체역학, 전기생리학

(2) 환자의 진찰, 기능평가 및 재활의학적 치료관리

(3) 보조기 및 의지의 원리와 평가능력배양

(4) 물리치료, 작업치료등에 관한 평가와 처방능력 배양

(5) 병실회진 및 병실환자 평가 및 치료참여

(6) 각종 임상회의 참여

3. 3년차

1) 교육목표 : 환자 및 장애자의 진단 및 치료의 독자적인 수행능

력의 배양과 하급 전공의 교육지도 능력배양

2) 습득내용 :

(1) 물리치료, 작업치료등에 관한 처방 및 치료 능력 배양

(2) 신경근육 생리학적 검사(근전도 포함)

(3) 보조기 및 의지의 평가와 처방에 참여

(4) 외래진찰실 참여

(5) 병원 회진 및 병실환자 평가 및 치료 참여



(6) 각종 임상회의 참석

4. 4년차

1) 교육목표 : 일반적인 재활의학적 측면의 환자 치료는 물론 특수

재활의학 분야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전문적 지식과 재활의학

적 관리능력을 갖추게 하며 하급 전공의 및 치료사, 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 각과의 자문에 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습득내용 :

(1) 병실회진 주도

(2) 단독외래 환자 진료

(3)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 의지등의 처방 및 교정 능력 배양

(4) 각종 임상회의 주도

(5) 임상연구 수행

(6) 재활의학 특수 클리닉에의 참여 및 훈련

(7) 전기진단 주도

(8) 임상 각과의 진료의뢰에 대한 수행

Ⅲ. 평가방법

1. Self Assessment Examination

1) 매년 대한 재활의학회 주관으로 연차별로 평가한다.

2) 실시 시기 및 장소는 미정

2. 과내의 Examination

- Teaching Session후 과정의 Review 및 시험

3. 연차별 평가

- 과장 및 staff의 평가 양식에 의하여 각 연차의 개인별 전공의

평가를 실시한다.

Ⅳ. Conference 일정

1.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합동회의

(8:00-8:15)

Rehab.

Ground Round

(4:00-5:00)

Seminar

(7:30-8:30)

Team Con-

ference

(4:30-5:30)

Brace Clinic

(3:30-5:00)

과장 회진

(8:00-9:00)

Journal Club

(4:00-5:00)

Consultation

Round

(1:00-1:30)

Inter-College

Ground Round

(5:00-6:00)

Inpatient PT-

Recheck

(4:00-5:00)

Staff Lecture

(5:00-6:00)



2. 2주

3. 3주

4. 4주

월 화 수 목 금 토

" " "

Radiology

Conference

(4:00-5:00)

Journal Club

(5:00-6:00)

" " "

월 화 수 목 금 토

제1주와 동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2주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