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지도전문의 간담회

수련위원회 이연주/최원일
(서울의대/명지병원, 호흡기내과)



수련병원: 69개 병원

수련 프로그램: 42개 병원

2020년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총 신청 전임의 131명

신규 1년 수련 : 69명 (2019년 62명)    

신규 2년 수련 : 37명 (2019년 33명)

2년차 수련 중 : 23명 (2019년 30명)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및 세부전문의 현황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69개 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원광대학교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국립암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길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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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의 전임의 기록 작성 안내 (온라인) 

8월 -정기 학술대회 후 책임지도전문의 간담회 개최

8월 -MCCRC 연수교육 홈페이지 오픈

8월
-실태조사 대상병원 선정

※ 실태조사 후 3년이 지난 병원, 수련프로그램 신규병원

9월 -실태조사 일정 결정(각 실태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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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 관련 변경 사항

•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담

보하고 실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실사평가서를 신설



수련실사 평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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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몰입 근무 기간 동안 중환자실 실제근무 (스케줄, 당직표 등)

2. (필수)다학제 중환자실 1달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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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수)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첩(온라인 수련기록부)

5. 상세진료기록(한 달에 최소 1명이상, 6개월간 총 10명이상, 중환자실 재실 동안 매주 1회 이상,
major organ system based 형식으로 작성, 당일 해당 본인 기록 및 서명) (x3점)

6. 진료기록(SOAP형식)- 한달에 최소 10명이상, 6개월 간 총 90명, 중환자실 재실 동안 1회이상,
SOAP형식, 당일 해당 본인 기록 및 서명) (x3점)

개인평가 총점 6점 이상 pass (10점 만점) (5점 fail)

※ 필수 조항은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Fail



제4장 중환자의학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4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환자의학과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서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환자,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수련병원이 수련 실태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1년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다음 해에 수련실태 조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여야 수련병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제7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 6 조 [수련 프로그램 내용]

1. 수련 프로그램은 전임의가 수련과정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2. 수련 프로그램에는 수련기간 동안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100명 이상의 중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기록상 진료사실을 남겨야 하며 수련수첩에

진료 내용을 기록한다.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여 상세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수련기록부 작성안내” 참조), 상세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경과기록만으로도 진료한 사실을 인정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수련기록부 작성 안내

1.전임의 수련기간 1년(또는 2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포함

-6개월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

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

다.



2. 최소한 1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기록

- 최소 10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여 상세 진료기록을 작성해

야 하며, 해당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 매주 1회 이상 작

성해야 한다. 상세진료기록은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기록해야 한

다.

- 상세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의 기록은 중환자

실 재실 기간 동안 단 한번의 경과기록으로도 인정하며, 별첨한

SOAP 형식에 따라서 기록해야 한다(샘플 양식 다운로드 참조).

- 2020년 3월 이후에는 상세진료기록은 별첨한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샘플 양식 다운로드 참조).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자격갱신 규정 개정안

변경(전) 변경(후)

제 1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세부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
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세부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
정년 또는 취득년 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완화점 및 필요성

1) 상기 규정 개정안으로, 올해 6월 재갱신 대상의 세부전문의들이 COVID-19 장기화로 본학회

및 관련 학회가 제 시기에 개최되지 못하여 재갱신에 필요한 연수평점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갱

신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상기 규정안(변경전)대로 적용 시 내년부터는 자격 갱신을 연 3회 시행하여야 함.

3) COVID-19 상황 지속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을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함.

-> 7/27, 대한의학회에 개정에 대한 검토요청을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



SOAP 형식 예시
YRB 87세/남자

날짜: 2019-11-19

진단명:

# Septic shock d/t pneumonia

Subjective: dyspnea, chest pain 호소 없음 under nasal cannula 2L/min apply, “전일보다 나아

졌어요.” 환자 두통 호소함. Numeric pain intensity score less than 3

Objective: no fever, Blood pressure 130/82 mmHg, HR 84bpm, no vasoactive drug, no acute 

distress

Neck: no JVD,

Lung: LLL crackle, bilateral upper rale. 전일 보다 호전, sputum 다량, thick, slightly bloody

Abdomen: Hypoactive bowel sound, mild RLQ tenderness, less than yesterday, no defecation

Extremity: pitting edema less than 1cm

Assessment: ventilator weaning 2일째, Pneumonia 호전 중.

Plan: Advance diet, prokinetics add, sputum culture 확인 후 anti de-escalation, Home 

med 재개 고려(고혈압약), 익일 General ward 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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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에 대한 검증 강화

-의무 기록은 환자를 본 당일에 작성해야 하며, 해당기간이 지난 후 과거의 의무기록을 작성하

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병원 EMR 의무기록 작성일(전자 서명이 완료된 의무기록)은 진료일과 일치해야 한다.

- 의무기록은 입원경과 (Progress note)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타과의뢰답변 및 시술 기록지

(기관지 내시경 등)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타과의뢰답변의 형식을 차

용하되, 내용은 환자의 경과기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입/퇴실 관련한 내용은

경과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

련실태평가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지의 여부는 수련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수련 관련 Q&A -1

Q) 신경외과 지원자 한 명이 아래와 같이 수련은 지도전문의가 있는 OO병원에서 6개월

몰입근무를 할 예정이나 소속은 ㅁㅁ병원입니다. 

소속은 ㅁㅁ 병원이지만 몰입근무 6개월은 OO 병원에서 수련원칙에 맞추어 할 것인데

OO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병원인 ㅁㅁ 병원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제 6조 규정을 검토한 결과 원 소속인 ㅁㅁ 병원에서 신청을 하고

OO 병원에서 6개월간 몰입근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련프로그램에 파견(순환) 수련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중환자학회가

인정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ㅁㅁ병원에서 학회로 이동수련(6개월간 몰입근무와 그 이상을 OO 병원에서 수련) 요청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Q) 몰입근무 기간이 아닌 시기에 상세환자 기록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몰입기간 중에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련기간 중에 몰입근무 기간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 환자를 본 경우 상세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련 관련 Q&A -2



신속대응팀에서 수련 받은 기간을 중환자 몰입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A) "몰입근무 규정에는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환자실에서 근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 소속이라고 해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병실에서의 활동이 주가 된다면 몰입근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 몰입근무 규정
6개월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
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수련 인정 여부 검토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가. 서류심사접수: 2020년 8월 3일(월) 10:00 ∼ 8월 12일(수) 17:00 (우편접수)

나. 결과발표: 2020년 8월 17일(월) 10:00

다. 원서접수: 2020년 8월 17일(월) 10:00 ∼ 8월 21일(금) 17:00

라.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2020년 8월 29일(토) 09:00(30분 전 입실)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필기시험: 09:00-11:00, 구술시험 11:00∼ )

마. 합격자발표: 2020년 9월 1일(화) 오후 5시 이후(대한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 

▣ 11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MCCRC)

2020년 10월 9일(금)-11일(일), online conference

2020년도 일정 세부전문의 시험 및 MCCRC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