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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① to examine how far the interns could improve their 

clinical skills through integrative course, ② to see whether the interns can apply the clinical skill 

in real patient, and ③ to clarify the important factors which effect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ourse through interns' evaluation. 

  Methods: The questionnaire were asked to the 43 interns of Inha University hospital. 

(Cumulation of the answer were 129)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 were 9 general items for 

content of the course and 3 to 4 specific items for measuring the comprehension of the lecture 

and related knowledge.

  Results: There were correlation among the lecture hours, degree of lecture interest, amount of 

lecture content, method of lecture, novelty of lecture, usefulness of handout, effectiveness of 

lecture, and usefulness of lecture. Degree of lecture interest and usefulness of handout predicted 

usefulness of lecture and indispensability to next year course. The high mean score of the 

comprehension of the lecture and usefulness of the lecture revealed the lecture effectiveness. 

Interns suggested improvement of this integrative course to practice based course.

  Conclusion: Integrative course for interns seems to be helpful to their dut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urse in clinical setting, it is required to develop a course that is related to real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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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턴 수련교육은 학생이 의과 학 졸업 후 의사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인 임상술기를 습득하여 

일차진료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턴’

이라 함은 의사 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술

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성

진, 2001). 이 게 인턴수련교육이 일차진료를 가능

하게 하는 과정임에도 실질 으로 의학교육기본과

정에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원칙을 실과 타 해 

가면서 기본 인 임상술기 습득에 한 교육을 받

기 보다는 선배의사 ( 공의)와 련된 과도한 잡무

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이다 (정철운, 2001). 

  따라서 인턴수련교육이 기본목 에 부응하고, 일

차진료의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연구의 목 은 인턴수련 기간 에 일차진료

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처치와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인 지식과 술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임

상  술기를 실제 교육을 받은 후 인턴이 임상상황

에 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턴통합교육이 

효과 으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해 보는데 있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본 연구는 2002년에 실시된 인턴통합교육의 세부 

교육과정에 한 평가와 이 과정을 이수 한 후 실제 

임상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각 과의 기본

인 술기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인턴이 스스로 자가평가 하는 설문 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 상은 인천에 치한 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들이었다. 2002년도 이 학병

원에서 근무한 인턴은 45명이었으며 도에 2명이 

사직하여  통합교육과정을 거친 최종 인원은 43

명이었다. 통합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10회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교육과정

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3월 내과교육(18명), 4

월 내과(17명), 5월 비뇨기과(18명), 6월 진단방사선

과(15명), 7월 외과(14명), 8월 흉부외과(12명), 9월 

마취과(15명), 10월 신경외과(7명), 11월 인성교육, 

12월 감염내과교육(13명)으로 총  인원은 129

명이었다. 자료는 11월의 인성교육 련 내용을 제

외하고 각 교육과정마다 한 차례씩 9번 동안의 설문 

실시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6.4세

다.

나. 연구방법

  통합교육과정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인턴을 

수료한 인턴 표 각 2명씩과 교육수련 원들이 개

발하 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 로 연구자가 설

문지를 제작하 다. 설문지는 크게 두 가지 하  

역으로 구성되어 모든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반

인 교육내용에 한 평가 련 문항 9개와 각 교육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 이해  구체 인 련 지식

의 필요성을 측정하는 문항 3~4개를 포함하고 있다. 

5월 교육부터는 의 문항들과 더불어 인턴 통합교

육에 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하여 서술하

도록 하 다.

  반 인 교육내용에 한 평가는 모든 교육과정

에 걸쳐 동일하게 용되었으며 교육시간의 길이, 

교육진행의 흥미도, 교육을 받는 동안 호출로 인한 

방해정도, 교육내용의 양, 교육의 형태 (강의 주 

는 실습 주의 교육에 한 질문), 교육내용의 참신

성여부 (학생시 에 이미 배웠거나 처음 배우는 내

용에 한 질문), 강의록이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 교육의 유용성, 교육의 필요성 (후배들에게도 

인턴통합 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을 묻는 문항들

로 이루어졌다. 응답형식은 5  척도를  사용하 으

며, 가장 부정 인 상태를 나타내는 1 에서 가장 

정 인 상태를 나타내는 5 으로 주어졌다.

  교육과 련한 구체 인 실  지식  술기의 이

해와 필요성에 한 질문은 세부 교육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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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td.) 1 2 3 4 5 6 7 8

1. Length of lecture hours 2.85(.73)

2. Degree of lecture interest 3.23(.97) -.31***

3. Interruption during lecture 2.87(1.25) .14 -.12

4. Amount of lecture content 3.10(.72) .16  .21
*  .15

5. Method lecture(theory based

  vs practice based)
2.66(.91) -.11  .32

***  .10 .24
**

6. Novelty of lecture 2.64(.84) -.10  .23
*  .07 .30

** .33***

7. Usefulness of handout in real

  clinical setting
3.04(.91) -.36

***  .60*** -.10 .18
* .20* .35***

8. Effectiveness of lecture 3.26(.88) -.22
*  .67*** -.10 .27

** .25** .28** .69***

9. Indispensible to next year

  course
3.50(1.02) -.21*  .55*** -.11 .32

*** .23** .29** .66*** .75***

*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I. Inter-Correlations Among Nine Items

Criteria variable Predit variable β T

Effectiveness 

of lecture

Helpfulness in real clinical 

setting

.44 6.11***

 Degree of lecture interest 5.66***

variance explained (R2)=.50

Usefulness

of lecture

Helpfulness in real clinical 

setting

.50 6.22
***

Amount of lecture content .18 2.81***

Degree of lecture interest .22 2.69***

variance explained (R2)=.50

*** : p < .001

Table II.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Integrative Course

다르므로 각 교육마다 교육의 내용에 합한 문항

들이 3~4개씩 출제되어 체 30문항이 되었다

(Table III). 반응양식은 5  척도를 사용하여 1 에

서 5 으로 갈수록 정 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

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반 인 교육내용평가의 

경향성, 각 교육내용의 이해정도와 련지식 필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평균  표 편차를 

구하 고,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통합교육이 필

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를 탐색해 보기 

하여 상 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

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

다.

결   과

가. 반 인 교육내용의 평가

  교육과정에 한 평가를 측정하는 9가지 문항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상 을 Table I에서 보여주

고 있다. 평균의 범 를 보면 가장 낮은 문항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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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fter the course Mean (SD)

Interpretation of 

ABGA (N=18)
1 I can make a diagnosis of COPD patient. 3.78(1.35)

2 I can calculate AaDO2. 3.28(1.67)

3 I know the axis of oxygen-dissociation curve. 4.39(.86)

4 This lecture was helpful in ABGA sampling 3.39(1.15)

EKG (N=17) 5 Lab applying the EKG leads in a medical doll is necessary. 3.44(1.64)

6 Lab interpreting the EKG sheet of real patient is necessary. 4.67(.85)

7 I can diagnose a myocardiac infarction by reading EKG Sheet. 4.56(1.05)

Basic urologic 

procedures (N=18)

8 I can insert a Foley catheter in real patient. 4.39(1.09)

9 I can do suprapubic aspiration in real patient. 3.39(.75)

10 I can redice paraphymosis in real patient. 3.17(.79)

11 Lab of Foley insertion or suprapubic aspiration in manekin is necessary. 3.94(1.06)

Radiologic Examina-

tion: Simple abdomen 

and chest (N=15)

12 I can differentiate normal and abnormal chest X-ray. 2.87(1.13)

13 I can differentiate normal and abnormal simple abdominal X-ray. 2.73(.88)

14 Lab reading real X-ray film is necessary. 3.33(1.23)

Dx & Mn. of 

acute abdomen 

(N=14)

15 I can order appropriate tests and X-rays in acute abdomen patient. 2.93(.83)

16 I can decide to operate or not in surgical abdominal patient by physical 
examination.

2.86(.66)

17 Lab of examining acute abdomen using standardized patient is necessary. 3.29(.91)

Basic 

emergency Mn in 
chest surgery field

(N=12)

18 I can diagnose pneumothorax by chest X-ray. 3.50(.80)

19 I can diagnose esophageal rupture patient. 3.33(.78)

20 I can insert chest tube in real patient. 1.92(1.00)

21 Lab inserting chest tube in medical doll is necessary. 4.00(1.13)

Airway control & 

handling of 

ventilator (N=15)

22 I can set parameters in mechanical ventilator. 2.93(1.10)

23 I know the indication of weaning mechanical ventilator. 3.07(1.28)

24 I can handle VEOLAR mechanical ventilator in real patient. 2.80(1.01)

Mn of emergency 

pt in Neurosurgery 
field (N=7)

25 I can rating GCS score in unconscious patient. 2.57(.79)

26 I can treat real high intracranial pressure patient. 3.00(.82)

27 I can do emergency management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 3.29(.49)

Table III. Intern's Self Evaluation of Clinical Skills Using Integrative Course

육내용의 참신성 (2.64)이고, 가장 높은 문항은 교육

의 필요성 (3.50)으로 극단 으로 높거나 낮은 평균

을 갖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들 간의 상호상 을 보면 교육  호출로 인

한 방해정도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부분의 모든 

문항들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진행이 흥미롭

다고 느낄수록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 (r=.60), 

교육의 효과성 (r=.67), 교육의 필요성 (r=.55)이 증가

하며 높은 상 을 나타내고 있다.

  강의록이 실제 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는 교육의 

효과성 (r=.69), 교육의 필요성 (r=.66)과 높은 정 상

을 보여 실제임상에서 도움 될 수록 교육의 효과

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75의 매우 높은 상

을 보여 효과성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제시된 상 분석 결과를 토 로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가장 잘 측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알아보기 해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III과 같다. 분석결과 교육의 

효과성을 측하는 데 있어 실제 임상에서 도움되

는 정도와 교육 흥미도가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

으며 설명량이 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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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측하는 데 있어 실제 임상에서 도움되

는 정도, 교육내용의 양, 교육의 흥미도가 유의한 변

수들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이 50%로 역시 높게 나타

났다.

나. 각 과별 술기에 한 자기평가와 실습의 필요성

  인턴들의 각 과별 기본술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

는지와 실습의 필요성 정도를 악하는 각 문항의 

평균  표 편차는 Table III에 제시되어 있다. 

체 30개의 문항  5  척도에서 3  이하의 문항 7

개를 제외하고는 체로 정 인 반응을 하는 경

향성을 보여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이해도가 높고 특정 내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문항으로 동맥 가스분석에서 산소해

리곡선의 X축과 Y축을 아는 것 (4.39), 심 도 교육

에서 심 도를 보면서 진단내리는 실습의 필요성

(4.67), 심 도결과를 보고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것

(4.56), 기본 인 비뇨기과  처치에서 교육 후에 실

제 환자에게 폴리 도 을 넣어 도뇨할 수 있는 것

(4.39), 마네킹 등을 이용하여 폴리 도  삽입이나 

두덩 흡인을 직  실습해보는 것의 필요성 (3.94), 

흉부외과  응 환자의 기본처치에서 모형을 이용

하여 가슴 을 넣는 실습의 필요성 (4.00) 등이었다.

반편, 기본술기에 해 자기평가가 낮은 항목으로는 

실제 환자의 흉부 x-선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할 수 있다 (2.87), 실제 환자의 복부 x-선에서 정상

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2.73), 실제 성복통

환자를 진찰하여 수술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2.86), 실제 환자에서 VEOLAR 인공호흡기

를 조작할 수 있다 (2.80), 의식상태가 떨어진 환자의 

GCS 수를 매길 수 있다 (2.57) 등으로 나타났다. 

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실제 환자에게 

가슴 을 넣을 수 있는가 (1.92)로 가장 자신이 없는 

술기로 악되었다. 

다. 인턴통합교육에 한 의견이나 개선

  부분의 의견은 실습 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한 것이었다. 특히 실제 임상장면에서 벌어질 수 있

는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가상실습을 하기를 바

라며, 기타의견으로 강의의 내용을 녹화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   찰

  의학교육기본과정을 졸업한 후 1년 동안의 인턴

수련기간은 일차진료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

행 할 수 있도록 실제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인 임상술기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교육의 목표는 환자의 안 과 한 진료가 담

보된 상태에서 수련- 공의들이 교육자의 지도, 감

독 하에 조직화된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여 개인  

발 과 문가로서의 능력을 진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에 있으며, 이  기 일반의 수련목표는 의사

로서의 독립  의료행 가 가능하도록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임기 , 2001). 그

러나 이러한 인턴 수련교육의 목 이 제 로 달성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가지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철운 (2001)은  우

리나라의 인턴 제도는 의사로서 독립 인 의료행

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선배의사 ( 공의)와 

련된 과도한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이

라고 지 하고 있으며, 안덕선 (2001)은 인턴업무는 

단순육체노동이라고 지 한 바 있다. 한 세 란스 

공의 비상 책 원회 (2000)에서 조사한 인턴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각 임상과에서 제공되는 특

별한 교육 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 이라는 지

을 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들을 

한 교육 로그램, 특히 기본 술기를 습득하기 한 

교육은 실제로 다른 업무 (필름 나르기, 서류정리, 

학술모임 비 등)로 인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밝 졌다. 이 조사에서 인턴 교육의 개선 으로

는 각 과에서 요구되는 기본 인 술기 습득을 한 

교육 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인턴제도 문제 의 에서 이 연구

에서 시도한 통합교육을 통한 인턴의 기본 술기 교

육은 인턴제도의 개선을 해 의미 있는 기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인턴수련교육에 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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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각 과의 기본 임상술기를 통합교육을 통해 인

턴에게 실시한 후 이와 같은 기본 인 술기를 실제 

진료상황에 용할 수 있는지를 자기평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는데 있다. 한 이러한 통합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체 으로 통합교육과정에 해 인턴이 자가 평

가한 평균은 그 범 를 볼 때 보통정도의 반응을 보

이고 있으며 각 세부 교육내용에 따른 자가평가의 

경우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평균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가평가의 결과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 부분을 고찰해 으로써 

기본 술기 역에서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

화하고자 한다. 각 과별 기본 인 술기에 해 교육

을 받은 후 실제 진료상황에 용할 수 할 수 있는

가에 한 인턴의 자기평가의 결과 5 을 기 으로 

3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① 실제 환

자의 흉부 x-선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

다 (2.87), ② 실제 환자의 복부 x-선에서 정상과 비

정상을 구분 할 수 있다 (2.73), ③ 실제 성복통환

자를 진찰하여 수술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2.86), ④ 실제 환자에게 가슴 을 넣을 수 있

다 (1.92), ⑤ 실제 환자에서 VEOLAR 인공호흡기를 

조작 할 수 있다 (2.80), ⑥ 의식상태가 떨어진 환자

의 GCS 수를 매길 수 있다 (2.57) 등이다. 이 게 

낮게 자기평가 된 항목에 해 모형, 모의환자 등을 

이용하여 실습하고 교육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평가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기본 술기는 인턴 

수련기간 동안 반드시 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턴통합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 술기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로그

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반에 한 문항들의 상호상  분석 

결과 교육시간에 방해받은 정도를 제외한 교육시간

의 길이, 교육진행의 흥미도, 교육내용의 양, 교육의 

형태, 교육내용의 참신성, 강의록이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 교육의 효과성, 교육의 필요성의 모

든 문항 간 상 이 부분 유의하게 나타나 통합교

육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 보여진다. 다회귀분

석 결과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와 교육진행의 

흥미도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 교육내용의 양, 교육

의 흥미도가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

났다. 실제임상에서 도움되는 정도가 두 경우 모두 

가장 측을 잘 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통합교육의 

개선 으로 가장 많이 서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 가지 요소들 에서도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

키고 이 통합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되기 하여서

는 교육의 내용이 진료상황에서 실제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최우선의 기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 교육내용은 흥미 있게 구성되어야 그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턴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인턴통합교육을 받기 

과 받은 후를 비교하지 못하여서 이 교육의 결과로 

인해 임상술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에 

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은 향후 연구과

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통합교육과정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고, 향후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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