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학과 

I.수련 목표 및 요소  

1)수련 목표 

 

1. 교육 신체 및 정신적 질환에 진료에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2.  환자에서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의료의 행동 의학적인 면을 통

합할 수 있어야 하고  

3. 상호 만족스러운 의사 -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4. 환자 및 가족들과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고 

5.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자문 및 의뢰에 능숙해야 하고 

6. 타 의료직과 환자진료의 역할 및 책임을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 

7.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8. 평생교육을 위한 지식, 태도 및 습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9.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불충분할 때 교정할 수 있

어야 하고  

10. 최신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진료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하고 

11.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익 비용 자원을 적절히 판단

하고 

12. 진료 또는 연구에 있어서 컴퓨터를 자신이 직접 또는 컴퓨터 전문가

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요소 

 

1. 가정의학 센터 교육. 

2. 가정의학과 입원 및 외래환자진료. 

3. 과별 블록 로테이션 수련. 

 

 

 

 

 



 

 

 

II. 수련과정 

1)단과별 블록 로테이션 수련  

 1년차 2년차 3년차 

내과 5개월 3개월  

외과 2개월 1개월  

소아과 3개월 1개월  

산부인과  2개월  

응급의학과 1개월 1개월 1개월 

정신과  1개월  

신경과   1개월 

재활의학과   1개월 

피부과  1개월  

안과   2주 

비뇨기과   2주 

이비인후과   1개월 

가정의학과 1개월 2개월 5개월 

자유 선택*   2개월 

 

*자유 선택: 수련 전 과정 중 수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수련할 수 있다. 

 

 

2)가정의학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 외래진료  

의국 Rotation 시 2년차는 주 3반일, 3년차는 주 5반일의 외래  

진료를 수행한다. 3년차는 타과 Rotation시에도 주 2반일의 외래 

진료를 수행한다. 2년차는 타과 Rotation시 주 1반일의 외래 진료 

를 수행한다. 

- 입원환자 진료  

의국 Rotation시 의국 1,2년차는 가정의학과 내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로서 진료를 수행한다. 



3)가정의학과 센터 교육 

  1. 년차별 과제와 임무 (block rotation 1개월 간) 

     1년차 

- 외래 참관 (faculty 혹은 3년차 외래 진료) 주 3회 

- 외래의 간단한 처치 (예:pap smear, dressing) 

- Book review 발표 2회 

- Review journal 발표 3회 

- Research journal 발표 1회 

- Chest X-ray reading session 주 3회 

- Patient interview feedback 1회 

- Self-directed learning (Portfolio-based assessment) 

 

     2년차 

- 외래 진료 주 3회 (preceptor 이용) 

- 외래 참관 (faculty 혹은 3년차 외래 진료) 주 3회 

- 외래 처치 및 1년차 감독 

- Book review 발표 1회 

- Review journal 발표 1회 

- Research journal 발표 1회 

- Topic Review 발표 1회 

- Referred case 발표 1회  

- Patient interview feedback 2회 

- Self-directed learning (Portfolio-based assessment) 

 

     3년차 

- 외래 진료 주 6회 

- 1,2년차 처치 및 진료 감독 

- Book review 발표 월 1회 

- Research journal 발표 월 2회 

- Topic Review 발표 월 1회 

- Patient interview feedback 1회 

- Self-directed learning (Portfolio-based assessment) 

 

 

 

 



2. 주간 학술 집담회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B B B B B 

점심 B   J J 

오후 C C C C C 

B 

 

B: Book Review  

J: Journal Conference 

C: Case Conference 

*매주 화요일은 통계연구 및 Computer based –POEM Study.가 저녁 Case 

conference후 예정. 

*월1-2회는 Staff lecture및 special lecture 예정. 

 

3.Portfolio-based assessment 

 

-포트폴리오란? 

 학습상황이나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행평가 과제물

이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인별 ‘작품집’, 다시 말해 학습자

가 지속적으로 모아둔 학습과제물의 모음집.  

 학습자는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학습 능력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강점, 약점, 잠재적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 평가할 수 있다.  

 지도자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목적은 학습자의 “의도적인” 수집과 기록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학습

한 내용, 태도, 능력,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기록하고 모을 것인가  

 자가학습(self-directed learning) 과정  

 학습목표 설정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 요구(learning needs) 설정: 개정 학습 

목표집 참고  

 학습요구 달성에 필요한 학습활동(learning activities) 나열  

 일정 기간 후 성취여부에 대한 판단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충 계획 

 



 환자 기록: 전공의 수첩과 병기, 수첩 칸이 다 차면 따로 기재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책, 잡지 등):복사본, 혹은 

서지사항 기록 

 퇴원 요약 복사본 (입원환자) 

 주요사건 보고 (Critical incident report): 환자의 임상문제, 의사-환

자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자신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학습에 미친 영향을 기술 

 새로 알게 된 지식(Elements of surprise): 해당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제목을 나열 

 실패담 (Error report): 환자 가료에서 있었던 실수를 기술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지도의사에게 알려도 무방하다는 개인의 판단에 따름) 

 학술회의 발표 활동과 자료: 집담회 자료, 발표자는 준비과정에서 수

집한 참고자료 등 

 기타 자신의 학습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연수교육, 학술회의 

참가 자료 등) 

 에세이: 교육과정에서 느낀 점과 자기 반성적 의견(self-reflection),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수 사항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각 순환교육이 끝나면 포트폴리오를 개별 제출하고, 지도전문의와 약

속 후 개별 면담 시행. 

 위에 나열한 각 항목에 대해 질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 가능하

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은 향후 개발할 예정임 

 향후 포트폴리오를  web-based database 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구상중임. 

 

III. 평가 

 

1.모든 전공의는 가정의학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 평가시험에 매년 

응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2.매달 순환교육 후 Portfolio를 제출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3.외부 파견을 제외한 모든 전공의는 두 달에 한 번 실시되는 원내 전공의 

시험을 통해 평가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