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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one-year experience of intensive core clinical clerkship 

(student internship, subinternship) in Gachon Medical School for  junior clinical students, and the 

immediate outcome of the program was discussed along the with advantages and student load. 

  Methods: 36 junior medical students (M5) were exposed to 36 weeks of core clinical clerkship 

including internal medicine (12wks), pediatrics (6wks), obstetrics-gynecology (6wks), general surgery

(4wks), psychiatry (4wks), and emergency medicine (4wks). The clinical service team was made of 

faculty member (1), senior resident (1), intern (1) and M5 students (1-2), and the students who were 

involved a wide range of baseline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to those of regular rotating interns. 

They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the various procedures and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ir 

participation was restricted by keeping 3 levels of performance policy according to degree of 

supervision. Questionnaire analysis was carried out immediate after the student internship. 

  Results: Students were proud of themselves being as the subinterns and showed a strong 

motivation, while they had a difficulty to tolerate a strong psychologic pressure by taking their roles 

of subinternship. Major responsibilities of clerkship were focused on the clinical information collection 

(history taking and physical examination), students-directed group conference, faculty-led small group 

discussion, technical skill learning and ward round in order. Students appreciated well to this 

internship in terms of acquisition of clinical skills and identification of their role, but shortage of 

space, frequent on-call, lack of self-directed learning opportunity, unclarified requests from the hospital 

authority were pointed out. 

  Conclusion: It is assumed that student internship is a strong tool to promote the quality of clinical 

learning process, but requires details of teaching instructions(manuals) aside from solving a series of 

legal on malpractice, for which critical defining of clinical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upgrade the 

Korean version of clerk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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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 으로 의과 학이 지향하는 공통된 교육목

표는 지식, 수기  태도 등 3개 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만으로는 구체성이나 변성이 

약하고  의료 실에서 의사가 담당하는 역할과 

연계시켜 볼 때 재학  학습되어야 할 자질은 ① 

사실 (寫實的)인 지식, ② 정보수집능력, ③ 종합

인 단능력, ④ 문  기술(수기), ⑤ 인간 계 

역으로 나 는 것이 타당하다 (阿部好文, 2002). 

즉 의과 학은 졸업생으로 하여  의학교육을 마친 

후 일차의료행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개 분야의 

기본 문가  자질을 계발 (啓發)시켜야 한다. 이는 

재와 같이 많이 알기만 하고 제 로 할 수 없는 

의사가 아니라 많이 알기도 하고 졸업후 임무에 합

당한 "제 로 할  아는 의사 양성"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의과 학 교육과정 에서도 의학  문

능력을 제 로 수행할  아는 의사 양성의 핵심은 

임상실습 (clerkship)교육과정이다. 이를 해서 모든 

학에서는 1～2년의 기간을 필수 임상실습기간으

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과 학장 의회, 2002). 

  Clerkship의 어원은 William Osler가 100여 년  

Johns Hopkins 의  내과학 주임교수에 취임하면서 

“의과 학의 임상교육은 교과서를 읽은 것이 아니

라 환자의 침상 곁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

장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의과

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실습 교육은 도입 

기부터 많은 문제 을 안고 시작하 다. 특히 학생 

스스로 환자가 지닌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나갈 능

력이 부족하거나 일차의료에 필요한 문  수기 

 인성교육 등이 만족할 만한 수 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김유 , 2002). 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목표 지향 이거나 체계

이지 못하고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어깨 머식 

교육 ( 실습)을 받게 된다는 비 을 받아왔다 (김

용일, 2001). 

  이상과 같은 의과 학 임상실습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한 방안으로 최근 각 학마다 학생인턴제

(student internship 는 subinternship)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으며, 특히 직  환자진료에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으로써 이들의 서투

른 임상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을 매우 시 한 과제

로 여기고 있다.

  학생인턴제는 학생 신분이면서도 병동이나 외래

환경에서 진료 의 일원이 되어 환자진료에 직  

참여하되 인턴에 하는 역할을 담당  하여 과거

의 피동 인 임상실습에서 탈피하고 극 인 행

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용일, 2001). 이 제도

는 기존의 의과 학 임상실습에 비하여 좀더 참여

․능동 ․자율 ․효율 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 심의 학습형태라 할 수 있다 (이무상, 2002). 

학생인턴제는 미국에서 발달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의 한 유형이며 부분의 학에서 이를 필수로 요

구하고 있으나, 독서법에 앞서 토의법이 교육에 활

용되었던 유럽계 나라에서는 임상실습이 도제식교

육의 가장 표 인 모델로 지목되어 왔고, 유럽에

서도 장인 (匠人) 교육의 주된 학습방법으로 인식되

어 왔다 (김용일, 1994).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서울 학교 의과 학 (서울의 )이 내과학 교과목에 

한하여 방학 에 시범 으로 서 인턴제 (학생인턴

제와 동일함)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기 시작하 고, 1

년 후부터 내과학 임상실습에 한하여 면 으로 

확정 실시하여 왔다 (김유 , 2002). 그러나 어느 

학 로그램에서도 임상계  학년 학생을 상으

로 하거나 핵심교과목으로 확장하여 학 단  

로그램으로 추진한 기록은 없다.

  가천의과 학교 (가천의 )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

어도 개의하지 않는｣그런 어정쩡한 실습생이 아니

라 진료 의 극 인 일원이 되어 지 까지 인턴

이 담당해온 역할을 분담하도록 기획하 다. 이들 

학생은 실제 환자 진료에 극참여하면서 배우는 

명실공히 학생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의무 으로 담

당하도록 하되, 첫 1년은 핵심과목 6개 과목에 해 

이 제도를 도입하 다. 이 교육과정은 교수, 상  

공의, 인턴, 학생이 한 이 되어 환자 진료에 극 

참여하는 진료 참가형 임상실습의 형태로 계획되었

다. 학생들은 교수나 수련의의 극 인 지도를 받

아 병력청취, 신체검사, 각 종 의무기록 작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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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eek
Clinical lecture (hrs)

1st semenster 2nd semester total

Internal Medicine 12 21 19 40

Surgery 4 17 8 25

Ob/Gyn 6 17 8 25

Pediatrics 6 16 9 25

Psychiatry 4 16 9 25

Emergency medicine 4 4 4 8

Total 36 91 57 148

* M5 : Medical students in Year 5, corresponding to the junior clinical 

students in USA.

Table I. Student Internship Course for M5* in the Year 2002

부터 처치나 수술에 이르는 과정에 극 참여  

하 으며, 주간 진료는 물론 야간 당직에 이르기

까지 종 의 인턴 역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지난 2002년 1년 간 가천의

에서 시행한 학생인턴제의 구체 인 시행 차를 요

약하고 실행경험을 분석하여 아직 우리나라 교수진

이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제식 임상교육의 

기법을 소개하고 보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종국에

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올바른 실습형태로 정

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동시에 학생인턴제 도

입을 계획 에 있는 국내 의과 학이 필요로 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  방법

  가천의 는 학생인턴제의 실시를 하여 2001년 

3월 교육기획 원회에서 별도의 임상의학 교육과정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 해 10월 6개의 핵심교과목 

교수를 심으로 1박 2일 간의 “핵심계열 임상교육

계획 수립을 한 워크 ”을 개최하 다 (가천의과

학교, 2001). 워크 에서 진행된 내용을 토 로 

임상실습소 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턴제 시행을 

한 구체 인 교육과정 (Table I)을 체계화하고 총

임상실습계획서를 개발하 다. 임상실습계획서의 

작성은 모든 학과가 동일한 지침표 양식을 사용함

으로써 학과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계획

서를 활용함에 있어 혼선을 막고자 하 다.

  학생인턴과정의 주간일정표는 크게 임상실습과정

과 강의로 이 져 있다. 임상실습은 주로 본 학 

‘ 앙길병원’에서 시행하 으며, 실습장소는 병실과 

외래이었다. 첫 2～3년 동안은 실습 이외에 별도의 

교과목단  강의시간을 배정하 으나 학생인턴제의 

취지에 맞춰 연차 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기본 원

칙을 세워 첫 해부터 최소한의 강의시간만을 배정

하 다 (Table II).

가. 임상실습과정의 기본 교육계획

  가천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추진목표는 그 동

안 다른 학에서 실시되어 온 수동형 임상실습에

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극 인 참여와 인턴에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진료참가형 임상실습 (학생인

턴제)이 이 지도록 하는 데 두었다. 학생들은 첫 

일년간 본 학에서 핵심 임상실습과목으로 확정한 

내과학 (12주), 소아과학 (6주), 산부인과학 (6주), 

일반외과학 (4주), 정신과학 (4주), 응 의학 (4주) 

등 6개 핵심과목에서 학생인턴의 역할을 담당하

다 (Table III).

  각 학과목 별로 배정된 학생 수는 학과목에 따라 

상이하 으나 내과학은 12명 (4개 분과에 각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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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day

time
Mon Tus Wed Thu Fri Sat

08:00

12:00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lecture

lunch time

13:00

17:00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lecture

sub

internship

sub

internship

18:00-

08:00
Night Call

Table II. A Weekly Schedule for M5 in the Year of 2002

 week  

group
1                   12  13         19         24 25     29      33     36

A
Internal Medicine

(12wks)
Pediatrics

(6wks)
Ob/Gyn
(6wks)

Surgery
(4wks)

Psychiatry
(4wks)

Emergency 
Medicine
(4wks)

B
Surgery
(4wks)

Psychiatry
(4wks)

Emergency 
Medicine
(4wks)

Internal Medicine
(12wks)

Pediatrics
(6wks)

Ob/Gyn
(6wks)

C
Pediatrics

(6wks)
Ob/Gyn
(6wks)

Surgery
(4wks)

Psychiatry
(4wks)

Emergency 
Medicine
(4wks)

Internal Medicine
(12wks)

Table III. Rotation Schedule for Student Internship (M5)

재배정), 소아과학과 산부인과학은 각 6명, 정신과

학, 일반외과학, 응 의학은 각각 4명이었다. 

나. 학생들의 역할과 호칭

  병원 내의 진료 은 학생들을 ‘진료 의 일원’으

로 간주하고 임무를 맡기는 것을 제로 하 다. 즉, 

일 개 진료 은 교수 1명, 수석 (상 ) 공의 1명,  

인턴 1명, 학생 1～2명이 한 이 되어 환자진료에 

극 참여하는 진료 참여형 임상실습의 형태로 계

획되었다. 따라서 과거처럼 진료를 이유로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꽉 짜인 주간 일정표를 편성하 다. 

설사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교육 인 

안을 제시하도록 하 다. 학생들은 교수나 수련의의 

극 인 지도를 받아 병력청취, 신체검사, 각종 의

무기록 작성 담당으로부터 처치술이나 수술에 이르

기까지 모든 활동에 극 참여  하 으며, 주간 진

료는 물론 야간당직에 이르기까지 종 의 인턴 역

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하 다. 이처럼 학생이 

제 로 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교수 

 공의에게 학생인턴제 교육방법에 한 지침서

를 배부하여 학생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부록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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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dentification card left and beeper right 
provided to all student interns

  실습  학생에 한 호칭은 기에 실습장소의 교

수나 간호사에게 일임키로 하 다. 분 기에 따라 

‘○○○ 선생, ○○○ 학생, ○○○ 학생인턴’ 등 자

유스럽게 부르도록 하 으나, 후반기에는 일부 교수

를 제외한 부분의 공의, 간호사간에 ‘○○ 선생’

으로 통일되기 시작하 다. 

다. 학생이 담당할 수 있는 의료행 의 한계와 구분

  학이 정한 진료참여형 임상실습과정에 학생들

을 아무리 극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가 

없다는 한계성 때문에 오직 학부속병원이나 무의

 등지에서 교수의 감독 하에서만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김용일, 1992). 따라서 이러한 제약 을 극

복하기 하여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 (김용일, 

1992). 그 일환으로 임상지도자의 감독/지도 정도에 

따라 수행할 의료내용을 <부록 3>과 같이 3단계 수

으로 나 고 이를 공의  학생인턴들에게 주

지시켰다. 의무기록작성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비교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작성한 기록

이 법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법 인 문제 에 

휘말렸을 경우 법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로 

취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반드시 의사면허

를 소지한 인턴이나 공의가 공동서명 (cosign)을 

하도록 하 다.

라. 학이 제공한 비품  개별 비물

  학생들이 임상실습  학생인턴으로서의 임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돕기 하여 학은 실습기간 

 아래의 것들을 제공하 다.

  1) Beeper : 병원 내에서는 휴 폰 사용이 지되

어 있기 때문에 진료용 응 통신수단으로 모든 학

생들에게 beeper를 무료로 여하여 항시 패용하도

록 하 다 (Fig. 1).

  2) 학생인턴 신분증 : 신분증의 양식은 인턴이나 

공의에 지 하고 있는 신분증에, ‘subintern’임을 

표시하고, 성명을 명기하여 학생들이 항상 패용하도

록 하 다 (Fig 1). 

  3) 근무기간 의 식사 : 학생인턴 근무 시의 식

사는 병원 내의 해당 근무처 (각 센터)가 소속된 식

당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 다. 

  4) Gown  수술복 : 가운  수술복은 학생이 

독자 으로 비하도록 하 으며, 학은 련업자

를 추천해 주었다. 다만 세탁은 병원이 담당하 다.

  5) 기타 의료기구 : 학과의 요구에 따라 학생 본

인이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독자 으로 비하며, 

공용인 경우 분실에 한 책임도 학생이 지도록 하

다. 

마. 학생 인턴으로서의 업무에 한 평가

  지식, 수기, 태도의 3개 역을 골고루 평가받도

록 하 다. 지식 역은 각 과가 요구하는 임상  

근법의 이해도, 처능력, 검사결과의 독  해석

능력, 각 종 증례발표  퀴즈 (구두시험, 필기시험) 

등을 통해 평가하 고, 수기 역은 신체검사, 필요 

수기의 수행도, 의무기록지 작성 능력, 환자면담 등

을 통해 평가하 으며, 태도평가는 환자  의사에 

한 태도, 가치 , 복장, 근무시간엄수 등을 평가하

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체계 으로 평가하고, 간호

사의 학생태도평가도 체 평가에 참고하 다. 특히 

일반외과에서는 임상실습 평가를 해 총 3회에 걸

쳐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를 실시하 다 (Harden & Gleeson, 1979; 日本醫學

敎育學  臨床能力敎育 ワキング グルプ, 200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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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Respondents (%)

 proud and satisfactory to be student intern 11 34

 physically too tired to be released from psychological pressure 9 27

 no way to escape from tight schedule 8 24

 difficult to tolerate whole programs 3 9

 felt interested and enjoyable 1 3

 no comment 1 3

 total 33 100

Table IV. Student's General Response to Clerk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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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ent's response to major three instruction hours in order during the clerkship

학과마다 평가의 기  차이를 제거하기 하여 별도

의 평가지를 사용하도록 하 다 (김용일 외, 2003).

바. 설문서 분석

  “진료참가형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효과를 평가

하기 해 1년 간의 실습을 마친 실습학생 36명 

원을 상으로 동일 조건 하에서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나 설문지 작성이 극히 불성실하

다고 단된 3명의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33명을 최종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의 남녀비는 

7 (23명) : 3 (10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4.9세이었다. 

설문지는 주제별로 학생인턴과정에 한 반, 학생

의 참여의지, 임상실습 항목, 임상실습계획서의 

성, 임상실습 학과에 한 의견, 임상실습에서 힘

들었던 부분, 도움이 되었던 사람, 임상실습의 효과, 

임상실습의 개선  등을 포함하 다.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 

해 유의한 차이 (p > .05)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 

구분을 하지 않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하여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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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Respondents (%)

 participated very active with strong responsibility 5 15

 participated actively 15 46

 participated generally active with some passive work in part 8 24

 participated very passive 5 15

 total 33 100

Table V. Students Self Evaluation on their Role as the Subintern

 Response Respondents (%)

 very useful  3   9

 used less frequently 21  64

 little effective  9  27

 total 33 100

Table VI. Usefulness of the Developed Guideline (Reference)

Response Respondents (%)

 very concordant  4  12

 less concordant as expected 21  64

 little concordant  8  24

 Total 33 100

Table VII. Concordance Rate Between Reference and Practical Clerkship

결   과

가. 실습 과정에 한 반 인 반응

  34% (11명)의 학생은 실습과정 반에 해 의

생 (학생인턴)이 된 보람과 학생인턴이 된 것에 만

족을 표시하 으며, 27% (9명)는 정신  압박감과 

상 이상의 신체  피로에서 늘 벗어나고 싶은 충

동을 느 다고 하 다. 24% (8명)는 타 학에서 시

행하던 것과는  다른 임상 필수교육과정이니까 

하는 수 없이 감수한다라는 피동 이거나 나약성을 

보이기도 하 다 (Table IV). 체로 1년 간의 실습

과정에 해 만족하고 새로운 학생인턴제 자체에 

보람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생인턴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임무로 인해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나. 경험한 실습 내용  제외되어야 할 항목

  학생들이 주로 경험한 실습 로그램은 컨퍼런스

와 면 , 증례발표 (이른바 실성 PBL), 소단 토

론교육 참석, 임상수기 (환자 문진, 신체검사 등), 교

수회진, 의무기록지 작성 순이었다 (Fig. 2). 그리고 

제외되기를 바랐던 항목으로 당직 (17명), 토픽  

 발표 (2명), feedback 없는 외래환자 보기 (1명) 

등을 들었다.

다. 학생 자신의 임상실습 참여자세

  1년 간의 임상실습 반에 걸친 학생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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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spondents (%)

Internal Medicine  9  24

Surgery  3   8

Ob/Gyn 16  42

Pediatrics  2   5

Psychiatry  3   8

Emergency medicine  5  13

  Total number of students 38 100

Table VIII. The Most Beneficial Program Among 6 Cor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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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inical instructors(supporters) who helped students clerkship in order

참여태도를 살펴보면 85% (28명)의 학생이 실제로 

극 으로 참여하거나 (61%, 20명), 극 으로 참

여하려는 노력을 하 다 (24%, 8명)고 응답함으로써

(Table V), 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인턴의 취지에 

맞는 극 인 참여태도를 보 다.

라. 임상실습지침서의 도움  실제 실습내용과의 

합치 정도

  9% (3명)의 학생은 임상실습계획서가 임상실습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 고, 64% (21명)의 

학생은 생각보다 덜 활용하는 정도라고 응답하 다

(Table VI). 12% (4명)는 비교  지침서에 하여 

실습이 진행되었다고 응답하 고, 64% (21명)는 지

침서에 기술된 계획의 반정도가 실제 계획과 일

치하 다고 응답하 다 (Table VII).

마. 도움이 되었던 실습학과와 이유

  모든 학과가 학생들의 실습에 배려와 도움을 주었

지만 그 에서도 산부인과 (42%, 16명)와 내과

(24%, 9명)를 들었다 (Table VIII). 도움이 되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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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Respondents (%)

 shortage of basic clinical knowledge 15 46

 limited physical strength 10 30

 difficulty to maintain a smooth human relationship with 

clinical instructors
5 15

 care(handling) for difficult patients 2 6

 inactive participation to case presentation or group discussion 1 3

 shortage of basic clinical skills 0 0

 total 33 100

Table Ⅸ. Self Weakness Found During Student Internship

Response Respondents (%)

 understand the hospital managerial system 22 21

 application of knowledge to real situation 20 19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the short clinical knowledge 

and skills
19 18

 establishment of medical students roles 17 16

 join to patient's empathy 16 15

 establish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 11

 total 106 100

Table Ⅹ. Advantage of the Students Internship (double checked)

유로는 체계 이고 알찬 교육내용, 학생이 직  참

여하고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 고, 

환자들과의 긴 시간, 정해진 스 에 맞춰 진

행된 실습의 충실성이라고 하 다.

바. 임상실습에 도움을  임상지도자

  임상실습에 도움을  임상지도자로는 공의․

교수-동료-인턴-환자-간호사 순이었다 (Fig. 3). 임상

실습에서 간호사들은 늘 극 인 도움을 시도하

으나, 간호사에 한 학생지도 임무 부여의 부

성으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사. 실습 시 어려웠던 부분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던 부분은 

임상의학에 한 기 지식의 부족함 (46%, 15명), 

체력의 부족함 (30%, 10명), 간호사, 인턴, 지던트, 

교수와의 원만한 계 유지 실패 (5명, 15%)이었다

(Table Ⅸ). 반면, 기본 수기에 능숙하지 못함을 느

다는 항목에 해서는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이

는 1년 간의 임상실습으로 일차의료에 필요한 기본 

수기를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 임상실습의 효과

  학생인턴제는 학생들이 진료  병원의 업무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병원의 체계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21%, 22명), 강의로 배운 지

식을 장에 직  용해 볼 수 있었으며 (19%, 20

명), 임상지식과 수기의 부족함을 실감하고 이를 습

득하는 데 (18%, 19명) 효과가 있었다. 환자진료에 

직  참여함으로써 의사-환자 계 교육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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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과 원만한 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Table Ⅹ).

자. 기타 의견

  많은 학생들은 학생인턴용 진료공간의 부족, 잦은 

당직으로 인해 강의의 능률 하와 자율학습의 부

족, 학생인턴으로서의 지  인식 결여, 필요 이상으

로 많은 병원 체류시간으로 인한 비효율성, 강의로 

인해 실습의 흐름이 자주 끊어짐, 공의들이 무 

바쁜 일정으로 학생이 방치되는 듯하다는 지 을 

하 다.

고   찰

  학생인턴제의 근본 인 목표는 임상실습에 임하

는 학생들이 병실 는 외래 환자의 진료에 극 참

여하면서 가상 이고 이론 심으로 학습하 던 지

식을 실제 상황에 용하면서 인턴에 하는 활동

을 통하여 자신의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다. 즉, 인간

을 히 다루면서 진단기법을 익히고 치료 경과

와 치료 계획을 경험하도록 체계 으로 돕는 데 있

다 (김용일, 1996; 국문석, 2002). 학생인턴제는 형

인 도제교육의 원형으로서 의과 학 임상실습

(clerkship) 과정의 필수과정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나

라에서는 학생교육이 강의 심과 찰 심으로 이

루어졌던 일제 시 의 잔재가 존속되면서 해방 이

후 지 까지 50년 동안 무시되어 왔다. 환언해서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배우면서  한편으로 환자 진

료를 돕는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과정이며, 졸업후 

일차의료업무를 담당하도록 스스로 보완하고 확장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학생인턴제의 목 을 

진시키기 해서는 비록 교수나 공의 (senior 

housestaff) 등 임상지도자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

기는 하나, 학생들이 인턴의 역할을 신할 수 있도

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Parenti, 1993; Elnicki, 1994; 

Jablonover, 2000). 특히 학생인턴제를 해서는 ① 

활동 이고 극 인 교육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② 

명백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③ 환자 리 

문제를 강조하는 컨퍼런스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

고, ④ 상  의사가 임한 환자를 상으로 처방 

행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⑤ 담당의사의 

감독 하에 새로운 환자를 진단하고 리하는 경험

을 하도록 교차보완 (cross coverage)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Curry, 1996; Fagan, 1998).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울의  내과학교실에서 

일부 학생인턴제를 실시한 경험이 노출되어 있고 

성균 의 가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식 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Sidlow (2001)가 미국 

의과 학을 설문 조사한 결과 (128개 의과 학  

100개 학), 학생인턴제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은 97개 (98%)이고, 이  학생인턴십을 

졸업필수요건으로 채택한 학이 74개 (75%)이며, 

74개 학  내과학 단독이든 외과학과 결합되었

든 상 없이 내과학 학생인턴제 교육과정을 졸업요

건으로 요구하는 학이 19개 학 (26%)이다. 한 

학생인턴제를 졸업요건으로 채택한 74개 학이 제

공하는 공 역 분포는 내과학 (74개 학, 100%), 

소아과학 (54개 학, 73%), 산부인과 (25개 학, 

34%), 가정의학 (15개 학, 20%)의 순이었다. 

  한 학생인턴제를 실시하는 학  31% (30개 

학)가 학생인턴 교육과정을 문서화하여 구체 으

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인턴제 교육과정의 교육 역

으로는 환자 리 (Cross coverage/patient management), 

신체검사, 근거기반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임상처치법 수행 차, 임종에 한 결정과 의료윤리

(end-of-life decisions/medical ethics), 나쁜 진단결과

를 환자에게 달하는 방법, 스트 스 리법 등을 다

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Sidlow, 2001). 따라서 학생인

턴의 역할은 병원 진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회진에 

참여하거나 수술 참   보조, 각 종 증례발표 (학

생끼리의 증례발표, 소단  토론 등을 포함)에 참석

하고 직  발표하며, 기본 인 임상수기 (환자문진, 

신체검사, 처치, 수술참여 등), 의무기록지를 작성하

는 등의 기존 인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당직도 학생인턴의 역할에 포함되고 있다.

  가천의 에서 핵심교과목을 심으로 실시한 첫 



한국의학교육 : 제 15 권 제 2 호 2003

- 123 -

해 학생인턴제 과정은 과거와 같이 학생들이 방치

되거나 체험/학습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의무 으

로 끝내야 하는 수동 인 임상실습에서 학생의 

극 인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선배의사들의 

감독 하에서 부분 인 책임을 부담하면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는 데 매우 효과 인 교육방법으로 

생각된다. 1년 간의 핵심교과목에 한 학생인턴제 

교육과정 운 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었던 큰 

이 은 ①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극 인 참

여분 기 형성에 정 인 향을 주었다, ② 직  

환자 진료에 참여하여 강의를 통해 배웠던 지식을 

반복 용하고  기본 인 수기를 직  수행할 기

회를 가짐으로써 학업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③ 

각종 컨퍼런스와 학생  발표 등을 통해 문제해

결을 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④ 환자 사례를 하고 해결책

을 모색함으로써 독자  단력과 근거기반학습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과, ⑤ 진료 의 일원

이 되어 진료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

환자의 계 형성에 여하게 되고, 의사와 병원 내 

타 직원과의 원만한 계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이다. 

  결국 학생인턴제의 실시는 가천의 가 지향하는 

‘문제해결형 의사의 양성 (지식)’, ‘제 로 할  아

는 의사의 양성 (수기)’, 마음이 따뜻한 의사의 양성

(태도)‘ 교육목표를 균형 있게 실 한다는 의미와도 

부합된다. 김유 (2002)도 서울의  내과학 학생인

턴제 실시경험을 통해 학생인턴제의 의의를 수동

인 병동실습을 극 인 교육의 기회로 환할 수 

있으며, 환자진료를 통한 실질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의사-환자, 의사-의료종사자 사이에 우호  

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과 학 졸업과 동

시에 일차진료의사로서의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라고 하 다. 

  구미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턴제

(subinternship)의 실시 시기  기간은 학에 따라 

다양하다. 본 학인 경우 최종 2년 간의 임상 실습 

모두에서 학생인턴제 운 하고 있으며 그  첫 해

는 핵심교과목에, 마지막 해를 선택과목에 용하고 

있다. 물론 임상수기훈련을 끝낸 후라고 하더라도 

학생인턴과정을 시작하기 에 학 단 에서 하루 

종일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받으며, 각 학과에 가서 

다시 학과 단 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각 과 단 로 시행하는 주요 임상실습 내용은 소

원회 교수들이 논의를 거쳐 단하여 작성한 것

이며, 체 인 착상 일부는 구미 각 국에서 시행하

고 있는 것을 참조하 다 (Anderson, 2000; AAMC, 

1998). 특히 Canada국의 Calgary 학과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 기 을 참조

하 으나 구체 인 내용은 한국 인 의료상황을 유

념하여 독자 으로 개발하 다.

  그러나 이번 학생인턴제는 본 학에서 처음 시

도하는 것이어서 지 않은 문제 도 드러났다. 설

문서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턴제가 기왕의 찰형 

실습보다 학생들에게 정신 /신체 인 부담을 주었

다는 등의 부정 인 반응이 상 으로 높았던 것

은 사실이지만, 실습 그 자체에 한 유의성 부정보

다는 학생들의 정신  나약함 (편히 공부하려는 태

도)함을 변하고 있다고 해석하 다. 학생인턴으로

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서 보내야 하는데, 학생들을 한 체류공간이 부족

하여 학생들이 효율 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

다. 잦은 당직으로 인해 후속되는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학습능률의 하를 래하

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병원에 머

물러 자율학습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토로

되었다. 즉, 과제 심의 근무에 허 이 있음을 암시

하고 있었다. 한 병원에서 학생인턴의 치가 학

생도 아니고 인턴도 아닌 어정쩡한 치여서 기

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할지 병원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도 귀담아 들을 사항이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2003학년도부

터는 학생에게 좀 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임무

를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에 의한 지휘체계

의 확립, 수련의의 역할, 간호사의 임무를 달하

다. 학생실습을 담하는 교수의 진료업무 경감도 

고려해야할 부분이었다. 실제로 학생인턴제를 채택

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의과 학들은 학생인턴제를 



진료참여형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개발

- 124 -

한 실무 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48%), 연 4회

(28%), 연 2회 (12%), 연 1회 (12%) 순으로 정기

인 모임을 운 하고 있다 (Sidlow, 2001). 그리고 보

다 체계 이고 알찬 교육내용으로 학생이 직  참

여하고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이 환자들

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 하

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표에 맞춰 충실히 학생인턴 

과정이 진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는 임상실습계획서 작성 시 실습과정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실습의 방향을 미리 견하게 

한다면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될 것이

다. 한 환자진료  수기습득에 치우쳐 자칫 소홀

해지기 쉬운 자율학습 강화를 한 학생용 공간 확

보를 통해 균형된 자질 개발노력이 필요하 다. 1 

년 간의 실습기간  학생의 신분과 련해서 문제

가 제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비록 학생들이 

패용하고 있는 신분증에 ‘subintern'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수나 학생 본인이 환자들에게 학생임을 직, 

간 으로 밝히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처음부터 확

실히 알고 있도록 하기 해서는 첫 면 시에 환자

의 양해를 구하는 차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인턴제의 가장 큰 우려는 학생들이 참여한 

각종 의료행 의 결과 민․형사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다. 비록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으로 학생들의 의료행 가 학교육

의 일환으로서 보장을 받지만 (김용일, 1992),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료행 의 수 을 다듬어야 

한다.  형사상 책임의 소재나 민사상의 배상에 

한 보험제도 등이 마련되도록 처방안이 극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극히 소수의 학에서 실험 으로 실행하

고 있는 학생인턴제이지만 이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에서 임상실습의 목 에 부합되는 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료참가형의 능동 인 실습방법을 

극 도입하기 해서는 학생인턴제에 한 병원 

내 인식도를 높이기 한 자발 인 노력과 제도  

뒷받침이 마련될 때 국 인 학생인턴제의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학생인턴제가 정착되면 

단과 인턴 (straight internship) 제도를 도입하여 재

의 인턴의 업무를 단축하고 궁극 으로는 지던트

의 수련 연한을 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김유 , 

2002)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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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 수기  처치법 교육을 한 일곱 가지 원칙

(지도의사용)

  (참고 : 이 원고는 학생인턴 로그램 개시 에 각 과 수석 공의와 교수들에게 달되는 자료로서, 

바람직하게는 워크 을 통해서 경험  하는 것이 좋다.) 

1. 로그램을 미리 계획하라.

  - 수행목표를 챙겨라.

  - 학습자의 수요 (필요도, need)를 분석하라.

  - 학습자들이 비되어 있는지 챙겨라.

    (강의, PBL, 분과토의, 인터넷, 비디오 테이 , 교과서/CD 등으로 미리 공부하 는지)

  - 임상실습 수행의 3  원칙 (첫 로 배우고, 두 번째 로 시행해보고, 세 번째 로 남을 가르쳐라)을 

수토록 격려하라.

2. 처치법을 시범하라.

  - 시범  상황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질문하면서 학생의 수행도를 분명하게 채 해 주어라.

3. 학습자가 시행하는 행 를 찰하고 이들의 실행을 도와주어라.

  - 학습자에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로 표 하도록 요구하라.

  - 자기평가와 반성하는 습 을 갖도록 격려하라.

4. 되먹임 (feedback)을 해주어라.

  - 특수성이 있어야 하고 기술 (descriptive)이어야 한다.

  - 되먹임 과정은 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도 자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5. 학습자의 자기평가를 격려해주어라.

  - 기술의 수 이 어느 정도인지.

  - 분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6. 비 정상 인 상황 하에서도 시행시켜 보라.

  - 복잡한 상황 아래에서도 안 하게 할 수 있는지 챙겨라.

7. 아래 상황에서도 방법을 달리하여 시행하도록 비시켜라.

  - 미리 공부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 다른 학습 장소에서

  - 우연한 배움과 가르침 상황에서

    참고자료 : McLeod et al(2001). Seven principles for teaching procedural and technical skills. Acad 

Med 76(1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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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공의용 학생인턴제 안내

  참고 : 이 안내서는 실습 장에 학생들과 가장 많은 을 하게 되는 수련의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임.

학생 인턴제 운 (student internship, subinternship)의 기본방향

  가천의  학생을 한 임상실습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M5, M6학년에 앙길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 M5 기간에는 내과학(12주), 소아과학(6주), 산부인과학(6주), 일반외과학(4주), 정신의학(4주), 응 의학

(4주)  등 핵심교과목에 한 임상실습을 집 으로 하게 됩니다.

3) M6 기간에는 신경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특과계열 교과목에 한 선택실습이 이루어집니다.

4) 실습기간  학생들은 의료 의 일원으로 환자진료에 참여하게 되며 과거의「어깨 넘어 실습」과는 달

리 일상진료에 극 참여하면서 임상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5) 따라서 이들에게는 재의 인턴에 하는 임무가 기 되며 여러분에게도 환자진료에 한 일부 감독/

책임(supervised responsibilities)이 가해집니다. 

6) 학생인턴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과 범 는 <진료참여 임상실습 상황하에서의 기본의료의 수 별 구분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의료 의 일원으로서의 학생 인턴에 한 기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습기간동안 항시 각 과가 요구하는 병실/외래 환자를 맡아서 일차의료업무를 담당하되 여러분의 감

독하에서 매일 환자를 방문하고 환자의 진척기록 (progress notes) 작성을 담당합니다.

2) 담당하는 환자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담당 환자에 한 임무완료기록(duty-off report)  퇴원기록(discharge note)을 작성합니다.

4) 의료 이 담당하는 모든 환자회진이나 련된 활동에 참여합니다. 즉 진료 의 일상 회진, 임무완료 

회진 등에 참여합니다.

5) 각과가 요구하는 주. 야간 당직을 담당합니다. 

6) 병실 회진 에 발생하는 특수 상황에 참여합니다( : CPR ).

7) 아래 임무에 참가하는 것은 실습학생의 의무조항입니다.

  ① 기본의료 문제에 한 회진

  ② 침상 (bedside) 임상수기 회진 

  ③ 각과가 마련하는 세미나/컨퍼런스 참석

II. 학생 인턴에 한 감독

1) 학생인턴이 작성하는 모든 병력기록과 신체검사기록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의무기록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함께 검토하면서 feedback을 주기 바랍니다. 

2) 환자진료에 한 (병동 서기-clerk-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찰합니다.

3) 증상이 안정된 환자나 교육  가치가 떨어진 환자의 과(transfer)를 검토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4) 아래 사항을 학생에게 가르칩니다.

  ① 신체검사 기법

  ② 문 수기

  ③ 응 사항 처치(천식, 폐부종 등)

  ④ 흔한 의료문제 (  고 압, 울 성 심부 , 당뇨병)에 한 결심과정

5) 학생인턴의 담당 임무에 한 신뢰성 (reliability), 의존성 (dependancy), 정직성 (honesty), 가용성 (availability), 

양심(성실성 conscience), 의학지식 향상 등에 한 평가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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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진료참여 임상실습 상황 하에서의 기본 의료행 의 수 별 구분

수  I 수  II 수  III

지도교수의 직 인 장지도. 

감독없이 허용되는 의료행       

  

상황에 따라 지도교수의 장  

감독 하에서 허용되거나     

국한하는 의료행

 원칙 으로 지도교수의 보조 

는 견학으로 국한하는 

의료행

 I. 진찰                        

  - 시진, 타진, 진, 간단한 기구

    (청진기, 타건기, 압계 사용)

  - 직장 진찰

  - 이경, 비경, 검안경을 이용한 진찰

  - 내진

  - 산과  진찰

 II. 검사                        

 (생리  검사)

  - 심 도, 심음도      

  - 뇌

  - 호흡기능(폐활량 등)

  - 청력. 평향, 미각, 취각

  - 시야, 시력  

 (소화 검사)

  - 직장경, 항문경

 ( 상검사)

  - 음

  - CT, MRI

 (방사선 검사)

  - 단순 X선검사      

  - 동 원소 (보조)

 (채 )

  - 귀 , 손갈락 등 모세 ,   

   정맥(말 )

 (천자)

  - 낭포(체표면), 종양(체표면)

 (산부인과)

  - 질 내용물 채취

  - colposcopy

 (기타)

  - 알 르기 검사(patchy test)

  - 발달 검사

- 근 도         

    

- 장  투시

- 동맥(말 )

- 가슴, 복강, 골

- 안구에 직  하는 검사

 - 식도, , 장, 기 /기 지

 내시경검사

- 기 지조 술

- 소아채

- 요추천자, 생검

- 자궁내 조작

- 지능검사,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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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I 수  II 수  III

III. 치료                        

(간호 업무)

  - 체  교환, 기 귀 교환, 이송

(처치)

  - 피부소독, 붕  교환

  - 외용약 바르기, 도포

  - 기도내 흡인 

  - 도뇨, 장

  - cast 감기 

(주사)

 

(외과  처치)

  - 발사, 지

  - 수술 조수

(기타)

  - 작업요법(보조)

  - 간단한 정신요법

                   

- 창상 처치

-  삽입

- 피내, 피하, 근육

- 정맥(말 )

- 농양 개, 배농

- 합

- 서혜부 헤르니아 환납술

                       

- 정맥( 심), 동맥

- 신마취, 국소마취

- 수

- 각종 천자에 의한 배액

- 분만 보조

- 안구에 닿는 치료

IV. 구                         

  - Vital sign check

  - 기도 확보, 인공호흡, 산소투여

  - 기  제세동

 - 기 내 삽

 - 심장 맛사지

V. 기타                         

  - 의무기록 기재

(증상, 경과는 공의의 동시 싸인)

  - 건강교육(일반 내용에 한함)

 - 환자에게 병 설명  - 가족에게 병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