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지도전문의 간담회

수련위원회 이연주/최원일
(서울의대/계명의대, 호흡기내과)



수련병원: 63개 병원

수련 프로그램: 40개 병원

2019년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총 신청 전임의 125명

신규 1년 수련 : 67명 (2018년 65명)    

신규 2년 수련 : 28명 (2018년 29명)

2년차 수련 중 : 30명 (2018년 30명)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및 세부전문의 현황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63개 병원
2016-03-01~2019-02-28 2017-03-01~2020-02-28 2018-03-01~2021-02-28

중앙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국립암센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길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강북삼성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연간 일정

구분 업무
1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전임의 명부 및 수련계획서 제출 안내

2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전임의 명부 및 수련계획서 제출 마감

3월 -신규 전임의전임의 기록 작성 안내 (온라인) 

4월 -정기 학술대회 시 책임지도전문의 간담회 개최

5월 -MCCRC 연수교육 홈페이지 오픈

6월
-실태조사 대상병원 선정

※ 실태조사 후 3년이 지난 병원, 수련프로그램 신규병원

7월 -실태조사 일정 결정(각 실태조사위원)

8월-10월 -실태조사실시 (각 병원 별 실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 안내

11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프로그램인증 신청 안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 마감 및 지정서 발송

12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프로그램 인증 신청 마감 및 인증통보



6개월 이상 중환자실에서 수련(몰입근무)

1개월 이상 다학제 중환자실에서 수련

※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2017년 외상 중환자실 추가

- 신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의 상세 진료 환자기록 : 10 명

(몰입근무 1개월당 1명이상)

- 의무기록상 경과기록(Progress note)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신규 전임의(수련의) 온라인 기록 작성

작성(입력)시★2018년 4월부터 – 수시 가능(평생회원 가입 후 작성 가능)

▣ 접속안내: 전임의: 홈페이지(www.ksccm.org)접속 ->

로그인(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전임의 기록 바로가기

▣ 책임지도전문의: 홈페이지(www.ksccm.org)접속 -> 로그인(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 전임의 기록 확인 바로가기(홈페이지 왼쪽 상단)

※ 전임의(수련의)가 퇴사(수련포기) 또는 이동 수련 시 반드시 학회에 변경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 규정집 개정 안내 <2017년 개정>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 수련 중 파견수련이 계획될 경우 수련 프로그램 변경 신청 후 파견 수련 인정

<변경 전> 제 3 조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2) 전임의의 수련은 반드시 소속한 수련병원의 근무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삭제>,

타 병원 중환자실의 파견 근무도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단 파견 병원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파견병원에 중환자의

학 세부전문의가 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의 지도전문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제 3 조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2) 전임의의 수련은 타 병원 중환자실의 파견 근무도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단 파견 병원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전임의 수

련프로그램 신청 시 파견병원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수련 프로그램의 지도

전문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 규정집 개정 안내 <2016년개정>



1)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2) 최소한 1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기록

※ 학회 홈페이지 수련기록부 진료환자기록 페이지에 기록하고 병원 의무기록에 명시

의무기록에 경과기록(Progress note)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consult note에 progress note 내용 게재

※ 신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의 상세 진료 환자기록 : 10 명 (몰입근무 1개월당 1명 이상)

3) 논문 집담회 16회* 이상 참석: 수련 수첩 혹은 학회 홈페이지 수련 관련 페이지에 기록, 집담회 장부, 출

석부 보관, 발표내용 한 부 출력해서 보관

4) 증례 집담회 8회* 이상 참석: 수련 수첩 혹은 학회 홈페이지 수련 관련 페이지에 기록, 집담회 장부, 출

석부 보관, 발표내용 한 부 출력해서 보관

5) 지도전문의 강의 8회* 이상 참석: 수련 수첩 혹은 학회 홈페이지 수련 관련 페이지에 기록, 집담회 장부,

출석부 보관, 발표내용 한 부 출력해서 보관

전임의(수련의)는 수련기간 동안 다음의 수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BCCRC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 1일 과정, 4월 개최)와

MCCRC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미국중환자의학회와 합동개최, 3일 과정, 

10월 개최)를 이수 ☞ 수련 기간 전후 1년까지 인정 (2013.2 평의원회 승인)

7) 수련 기간 동안 연수평점 20점 이상 취득

8) 수련 시작일로부터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로 1편이상

초록 (증례 혹은 원저 논문)을 발표하거나 또는 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원저)을 발표

※ 시험응시 시 정기 학술대회 초록만 제출한 경우 세분전문의 취득 후(5년) 갱신 시 원저 논문 1편 필수

전임의(수련의)는 수련기간 동안 다음의 수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련 관련 변경 예정사항

•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담

보하고 실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실사평가서를 신설



진료기록에 대한 검증 강화 예정

• 실사 대상인 전임의는 몰입근무 기간에 따라

• 한 달에 최소 한 명 이상, 총 10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상세진료기록(EMR)을

• 한 달에 최소 환자 10명이상은 진료기록(EMR)을 입원경과에 작성해 두어야 함

• 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 수련기록부(웹)에도 저장

• 의무기록은 반드시 당일 해당 전임의의 기록 및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 타과의뢰 및 시술기록지(기관지 내시경 등)는 진료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사 위

원은 EMR과 수련기록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 몰입근무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EMR에 의무기록을 작성해 넣은 것은 적절한 기록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몰입근무 기간 중 해당일에 서명이 들어간 의무기록만 제대로 된

기록으로 인정한다.



진료기록에 대한 검증 강화 예정

• 상세의무기록은 몰입근무 6개월 동안 최소 10명의 환자에 대해 작

성하되, 실제 진료 여부 및 진료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ICU재원

기간 동안 매일 경과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상세의무기록에 이용하는 경과기록은 SOAP의 형식을 따르되, 일주일에 한번은

수련위원회에서 제공하는 major organ system based note형식으로 자세히 기록

을 남겨야 한다. 환자의 상태 및 계획 등을 매일 기록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수련실사 평가서 (신설 예정)
병원평가 P(1) F(0)

1. 책임지도전문의 50%이상 ICU실제관리

2. 각 집담회의 출석부가 있다. (출석부 분리된 경우는 모두 확인)

3. 논문집담회 관리 폴더 (16회) 실사일까지의 집담회 파일이 2/3 이상 확인됨

4. 증례집담회 관리 폴더 (8회) 실사일까지의 파일이 2/3 이상 확인됨

5. 지도전문의 강의 관리 폴더 (8회) 실사일까지 파일이 2/3 이상 확인됨

6. [전임의 단독 면담] 제출한 교육계획 대로 프로그램이 실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7. [개인평가 전체를 반영하는 문항] 전체 수련의 개인평가 점수의 평균이 6점 이상

병원 평가 총점 7점 이상 pass (만점 7점)

개인평가 P(1) F(0)

1. 몰입 근무 기간 동안 중환자실 실제근무 (스케줄, 당직표 등)

2. 다학제 중환자실 1달 이상 근무

3. 지도전문의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출석부에 개인별 참여 횟수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4.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첩(온라인 수련기록부)

5. 상세환자 진료기록(한 달에 최소 1명, 재실 기간 동안 매일 soap 형식의 경과기록
+ major organ system based로 주1회 이상, 6개월간 총10명, 당일진료기록) (x3점)
6. 진료기록부 상 환자 (random)의 병원 진료기록 상, 경과 기록 한 달에 최소 10명

(당일 해당 본인 기록 및 서명) (x3점)

개인평가 총점 6점 이상 pass (10점 만점) (5점 fail)

















 진정, 진통, 섬망
 영양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신장계
 간부전
 감염
 패혈증
 술기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목표



1. 중환자실에서 진통과 진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2. 중환자실 환자에서 통증 평가 척도(Numerical Rating Scale, Behavioral Pain
Scale, 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를 숙지한다.

3. 통증의 종류에 따른 진통제 투여 원칙을 이해한다.

4.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를 알고 약리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5. 중환자실 환자에서 진정 평가 척도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Sedation-Agitation Scale)를 숙지한다.

6. 진정제의 종류를 알고 약리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7. 중환자실에서의 섬망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8. 섬망의 진단 도구(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CU, Intensive Care
Delirium Screening Checklist)를 숙지한다.

9. 섬망의 위험인자를 숙지한다.

10. 섬망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숙지한다.

수련목표 -> 진통, 진정, 섬망



1.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병태생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

3.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평가 후 적절한 치료 방침을 세워서 설명할 수 있다.

4.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서 혈전용해제 금기증을 알아야 한다.

5. 급성심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임상적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급성심부전의 초기 평가 및 진단 및 추적 검사 방법을 알아야 한다.

7. 급성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 비침습적 환기요법, 대동맥 내 풍선펌프 (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체외막 산소공급기(extracorporal membrane oxygenator, ECMO)를 적절하게 선택

하여 치료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급성심부전 환자에서 비침습적 및 침습적인 감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Hemodynamic

monitoring(A-line, C-line, PA-line)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interpretation) 할

수 있다.

9.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를 시행할 수 있다. IABP나 ECMO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 

수련목표 -> 심혈관계



1.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심낭삼출, 좌심실 기능, 판막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정맥 환자의 접근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부정맥 환자에서 혈류역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4. 서맥성 부정맥을 분류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5. 서맥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6. 빈맥의 치료 알고리듬을 알고 빈맥의 분류에 따른 치료 원칙을 알아야 한다.

7. 부정맥의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직접 시행하거나(cardioversion, 등) 협진할 수 있다

(temporary pacemaker, 등).

8. 정맥혈전증의 병태생리, 위험인자,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9.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을 적절한 진단방법을 사용해 진단할 수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0.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을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해 치료할 수 있다.

11.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발생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요법을 시행

할 수 있다.

수련목표 -> 심혈관계



1. 중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급성 신손상의 진단 기준을 안다.

3. 급성 신손상 환자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을 알고 있다.

4.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신기능에 따라 약물 용량 및 용법을
조절할 수 있다.

5. 신대체요법 (간헐적 혈액 투석, 지속신대체 요법)에 대해 이해한다.

6. 신대체요법의 시작 시기와 중단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 관리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알고 있다.

수련목표 -> 신장계



1. 기도 관리의 전 과정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수기를 수행할 수 있다.

2. 산소 요법

3. 직접동맥압 측정

4. 중심정맥도관 삽입술 및 말초정맥도관 삽입술

5. 가슴천자

6. 가슴관삽관

수련목표 -> 술기



수련 관련 Q&A - 1

수련 중 이동: 이직하는 병원이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
 수련병원 요건 갖춘 후 수련 프로그램 인증 후 수련 마무리

몰입근무: 수련 중 6개월
 8시 – 5시, 9시- 6시
 야간, 주말, 휴일에 근무에 대한 규정 없음
 2 session 까지 중환자실 외 진료 가능(ex. 월 오전 외래, 목 오후 내시경)

책임지도전문의:
 50% 이상의 정규 시간을 중환자실 근무



수련 관련 Q&A -2

Q) 몰입기간 근무 중 중환자실 환자 이외의 환자의 진료 가능여부 중환자실 환자 이외의
환자의 예 1) 중환자실 퇴실 후 일반 병실로 전실된 환자의 진료 2) 일반 환자의 자문
의뢰 답변 3) 담당 집도의로서 수술을 집도하지 않는 환자의 수술 보조

A) 원칙적으로 전임의 몰입근무 기간 6 개월 동안은 공식적인 1일 또는 반나절 2회의
시간(외래, 수술, 검사 등 중환자실과 연관이 적은 업무를 할 수 있음) 이외에는 중환
자실 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업무가 응급 상황이나 기타
상황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규적인 업무가 되면 안됩니다. 

Q) 수련 프로그램 중에 지도전문의 강의 중 세부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지도전문의
강의 인정 여부

A> 지도전문의 강의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도전문의가 강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지도전문의가 강의해주시면 중환자실 상황에 맞는 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지도 전문의 선생님 책임 하에 연관 과에
강의를 의뢰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전임의 수련 기간 중 3개월 해외 연수 예정(여름 2개월, 겨울 1개월) 인정 문의?

A) 세부전문의 수련 기간 중 단기 해외 연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중환자세부전문의 수련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해외에서도 중환자 관련

연수를 하고 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분만 등으로

인한 수련 중단을 3개월까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몰입근무 후 3개월 정도

의 다른 분야 연수는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1년 수련 기간 동안의 교육목표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논문 집담회 16회, 증례 집담회 8회, 지도전문의 강의

8회, 연수평점 20점 등…)

수련 관련 Q&A -3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가. 서류심사접수: 2019년 5월 13일(월) 10:00 ∼ 5월 17일(금) 17:00

나. 결과발표: 2019년 5월 27일(월) 10:00

다. 원서접수: 2019년 5월 27일(월) 10:00 ∼ 5월 31일(금) 17:00

라.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2019년 6월 8일(토) 09:00,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필기시험: 09:00-11:00, 구술시험 11:00∼ )

마. 합격자발표: 2019년 6월 11일(화) 오후 5시 이후(대한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 

▣ 10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MCCRC)

2019년 10월 11일(금)-13일(일), 백범김구기념관

2019년도 일정 세부전문의 시험 및 MCCRC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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