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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KSCCM) has introduced the Subspecialty System for Critical Care 

Medicine in Korea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in March 2008. Nine 

medical societies that included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y,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the Korean Surgical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and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participated to the new critical care 

subspecialty. The Board of Critical Care should be certified again every 5 year after achieving the required qual-

ification by the KSCCM. This paper summarizes the Subspecialty Certification System for Critical Care Medic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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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는 한 환자의

학회가 비하고 유 학회의 동의를 받아 2008년 4월에 

한의학회가 승인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한의학회 산하 

9개 법정 문 과목 학회- 한내과학회, 한결핵  호흡기

학회, 한마취과학회, 한신경과학회, 한신경외과학회, 

한외과학회, 한응 의학회, 한흉부외과학회, 한소아

과학회-의 동의와 한의학회의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

도 인증에 참여하 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는 2001

년 한의학회 주도로 우리나라에 세부 문의 제도가 도입

된 이후 내과 세부 문의 제도, 수부외과 세부 문의 제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문의 제도에 이어 4번째로 인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환자의학의 학문  발 과 함께 역량을 

가진 환자의학 세부 문의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효율ㆍ효과 인 집 치료를 제공

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에서는 우리나라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비과정과 제도의 내용에 해 정리하 다.

우리나라의 세부 문의 제도

  우리나라의 세부 문의 제도는 국내 의료법에서 인정하

는 법정 26개 문과목 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과목 

학회와 세부 문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된 문 분야의 문가로 인정받은 자에게 그 자격

을 한의학회의 회원학회 차원에서 자율 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년 한내과학회가 “내과분과 

문의”란 명칭으로 수련  자격 인정에 한 규정을 제정하

여 시작한 것이 시 가 되어 2001년 12월 한의학회에서 

검토를 거쳐 “세부 문의 제도 인증 규정  세부 문의 제

도 인증 운 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화되었다.1)

  세부 문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학회에서는 “세부

문의 제도 인증 규정 제3조”에 세부 문의 제도의 기본 원

칙을 제시하여 세부 문의 제도의 남발과 리 추구를 포

함하는 역독 화를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해당 세부 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

써 그 분야의 학문  발 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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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을 세부 문의 제도 도입의 목 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부 문의 자격이 문 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공의사의 의료행  제한이나 업무독 , 경제  수익증

(병ㆍ의원의 선 ,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  등), 

학회의 상 강화  회세 확장의 목 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학회에서 2001년 세부 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 7월 한내과학회에서 신청한 9개 역의 세부 문

의 제도 인증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수부외과 세부 문의, 

2006년 3월 소아청소년학회 9개 세부 문의, 2008년 3월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를 인증하 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 비과정

  한 환자의학회에서는 2001년 한의학회에서 제정, 발

표한 “세부 문의 제도 인증 규정  세부 문의 제도 인증 

운 원회 규정”을 근거로 환자의학의 우수한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

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 을 도모하며 국민보

건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는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를 비하기 시작하 다. 2003년 11월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한 환자의학회

는 학회 회칙을 개정하여 학회 이사진에 고시이사를 신설

하고, 한 환자의학회장을 심으로 실무 추진 조직을 구

성하여 실무 작업을 시작하 다. 2004년 10월 한 환자의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시행에 

한 규정”을 제정하고 한의학회 세부 문의 신청 규정에 

따라 한마취과학회를 기간학회로 정하 다. 2004년 11월 

한마취과학회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 환자의학 세부 문

의 제도시행에 한 규정”을 인 하 다. 이와 함께 환자

의학 세부 문의 제도 인증에 필요한 “수련  자격 인정에 

한 규정”, “학술  연수교육에 한 시행 규정”, “수련 

 수련병원 지정에 한 시행 규정”, “자격인정시험에 

한 시행 규정”, “자격갱신에 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

환자의학 세부 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한 환자의학회 

이사회와 평의원에서 인 을 받았다. 2005년 6월 환자 세

부 문의 제도 인증에 필요한 환자의학 련 법정 문 과

목 학회의 동의를 얻기 해 환자의학과 련된 한의

학회 산하 문과목 학회 표자를 청하여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의미와 추진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

으며, 이 간담회에서 “ 환자의학 세부 문의 규정”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환자 세부 문의 제도의 도입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 과 보완책을 논의하 다. 그 후 수 년

에 걸쳐 각 문과목 학회와의 모임들을 가지면서 “ 환자

의학 세부 문의 규정”에 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한내

과학회, 한결핵  호흡기학회, 한소아과학회, 한신경

과학회, 한신경외과학회, 한외과학회, 한응 의학회에

서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 인증에 필요한 서류

와 환자의학 련 법정 문 과목 학회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 2007년 12월 한의학회 세부 문의 제도인증 원회

에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 다. 

인정과정에서 동의 비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

던 한흉부외과학회가 참여하 다. 2008년 4월 15일 한

의학회에서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인증서를 교부받아 

세부 문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소아과학회는 

한 환자의학회가 세부 문의 제도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한의학회에 제출하기  마지막 동의 확인과정에서 참여

를 거 하 다가 1회 세부 문의 선발을 유 학회에 공지

하는 과정 에 다시 참여를 결정하 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에 한 정의

  2008년 한의학회 인증을 거친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시행으로 2009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처음 배출되었다. 이 시기에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정의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앞으로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임상에서의 역할과 활동

을 규명하는데 아주 요하다.

  먼  세부 문의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한의학회에

서는 “세부 문의 제도 인증 규정 제2조”에 ‘세부 문의라 

함은 법정 문 과목의 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과목 

학회와 세부 문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문분야의 문가로 인정된 문의’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의학회는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  자격인정에 한 규정”에 환자의학 세부 문의를 

‘ 한민국의 법정 문 과목 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

환자의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의 수련 로그램을 통

하여 환자의학에 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 문

의를 취득한 자로 환자의학 진료 역을 다룰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타 분야 문의  보조 인력과의 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한 자문  2, 3차 진료를 수

행하는 임상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2)

  우리보다 앞서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미국 환자의학회는 ‘ 환자의학 세부 문의는 환

자의학에 한 수련ㆍ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술기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집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의료의 안 성, 질  환자의 

가치에 한 심을 가지고 의료 정책에 여하고 있는 

Leapfrog group에서는 구체 으로 문과목과 수련과정을 

명시한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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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s Definition of Intensivist

Diagnoses, manages, and delivers the care of critically ill patients

Has the medical training and skills to manage multiple heath probl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Cardiovascular: shock, myocardial infarction, cardiac failure, arrhythmias

   2. Respiratory: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neumonia, respiratory failure,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chest trauma, smoke 

inhalation, and burns

   3. Neurologic: stroke, traumatic brain injury, intracranial hypertension, seizures, brain death evaluation

   4. Renal: insufficiency or failure, electrolyte and acid base disorders, rhabdomyolysis

   5. Endocrine disorders: adrenal insufficiency, diabetic emergencies, thyroid storm

   6. Gastrointestinal: pancreatitis, gastrointestinal bleeding, hepatic failure

   7. Pharmacologic emergencies: overdose, drug reactions, poison

   8. Hematologic: anemia, coagulation disorders, thrombotic disorders

   9.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of multiple infections and recognition of and treatment of sepsis

  10. Nutritional: prevention,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malnutrition

Able to manage or perform certain unit-specific proced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Endotracheal intubation and mechanical ventilation

   2. Plac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s, including central venous catheters, pulmonary artery catheters, dialysis catheters, arterial catheters

   3. Cardiac pacing device insertion and management

   4. Tube thoracostomy

   5.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2. The Leapfrog Group's Definition of Intensivist

1. A board-certified physician who is certified in critical care medicine, or

2. Board-certified emergency medicine physicians who have completed an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credited 

critical care fellowship, or

3. Physicians board certified in internal medicine, anesthesiology, pediatrics, or surgery who completed training before availability of critical 

care fellowship training and have provided 6 wks of full-time ICU care annually since 1987

환자의학 임의 수련과정(Fellowship)

  환자의학 임의의 수련은 “ 환자의학 세부 문의 규

정”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  자격인정에 한 

규정”, “ 환자의학 수련병원 지정에 한 시행규칙”, “ 환

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 로그램 인증  수련에 한 시

행규칙”,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한 세

부사항”,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 로그램 인증  

수련에 한 세부사항”, “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내용”

에서 환자 세부 문의 제도의 목 에 부합하는 세부 문

의를 양성하기 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임의

의 수련은 한 환자학회 수련 원회의 감독 하에서 각각

의 수련병원에서 책임지도 문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자의학 임의

  환자의학 임의는 한 환자의학회 회장이 규정에 

따라 지정한 환자의학 임의 수련병원에서 세부 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하여 수련을 받는 한민국의 법정 문 

과목 문의이다. 임의의 자격 요건은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를 동의하고 참여한 법정 문 과목 문의(내과 

문의, 결핵과 문의, 마취통증의학과 문의, 신경과 

문의, 신경외과 문의학회, 외과 문의, 응 의학과 문

의, 흉부외과 문의, 소아청소년과 문의)로 한정되어 있

다.

2) 환자의학 임의 수련기간

  환자의학 임의의 수련기간은 법정 문 과목 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한 환자의학회에 임의 수련 신청

을 하고 임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1−2년으로 하며, 수련

기간  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수

련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 수련기간 동안 몰

입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의 부를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수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에 두 session까지는 환자실 외의 다른 근무를 

인정한다. 한 몰입 근무기간 동안 환자의학 세부 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수련병원의 환자실에서 몰입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몰입 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학 임의의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

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 당해년도 군  군 체근

무(공 보건의) 제 자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세부 문의에 하는 자격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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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자에 한해서는 수련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의 수

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환자의학 임의 수련병원

  한 환자의학회에서 환자의학 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에서만 환자의학 임의 수련이 가능하다. 

수련병원이 되기 해서는 한 환자의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학회는 심사를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련병원 지정으로 지정 받으려면 

병원 규모, 시설, 장비, 인력, 진료 실  기  등을 충족하

고 한 책임지도 문의의 책임 하에 학회가 인증한 교육 

로그램을 포함하는 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본 으로 병원 규모는 환자의학 세부 문의 2명 

이상이 근무하는 3차 의료기  혹은 수련 원회에서 인정

한 2차 의료기 이면서 2개 이상의 환자의학과 련이 

있는 법정 문과목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시설  장비 기

은 2009년 4월 29일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

기 의 시설기   규격)의 환자실 기 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자격은 3년마다 학회심사를 통하여 자격

을 갱신하여야 한다.

4) 환자의학 임의 수련내용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되기 해서는 임의 수련 기

간 동안 환자에 한 근과 치료  임상  단에 필

요한 범 한 지식과 술기 등을 익 야 한다. 이에 한 

수련 내용은 “ 환자의학 세부 문의 규정” 에 “ 환자의

학 세부 문의 수련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먼  환자에 한 진단과 치료를 하여 신체의 주요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증 질환에 하여 포 으로 이

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기도 유지, 기계  환기보조, 침습

 감시장치 등 환자실 내 집 치료에 필요한 술기를 수

련 기간 동안 숙지하여야 한다. 한 환자의 안 과 인권

을 보호하기 한 조치를 숙지하여야 하고, 여러 의료 문

가로 구성된 환자 을 이끌어 가는 데에 필요한 지도력

을 개발하여야 하며, 환자의학에 한 최신 지견을 습득

하기 한 교육 로그램과 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

  환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은 환자의학 문의사로서 

임상의학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

으로 반드시 한 환자의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환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이 있는 책임 지도 문의 지도

하에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학 지

식 축 과 의료 기술 습득의 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한 환자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인정 시험을 통과하여

야 자격이 인정된다. 수련과정  한 환자의학회에서 주

하는 기본 환자진료교육과정(basic critical care reivew 

course)과 다 문 환자진료교육과정(multiprofesi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을 각 1회씩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 문

의 자격 인정 시험은 한해에 1번 시행하며 필기시험과 구

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문의 자격은 5년간 인정

하는 것으로 자격 인정 5년 후에는 일정한 자격갱신 요건 

충족과 서류 형을 통하여 세부 문의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세부 문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요건은 5년 동안 학

회에서 정하는 연수교육  논문평  100평 을 취득하여

야 하며, 반드시 매년 시행하는 MCCRC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를 5년 동안 1회 이상 이수하여

야 한다.

  2009년 12월 재 우리나라의 환자의학 세부 문의는 

1,120명이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에 한 한의학

회 인증이 이루어지고 2008년 제1차 환자의학 세부 문

의는 한시  조치로 “ 환자의학 세부 문의 규정”에 명시

한 서류심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상자 에서 서류심사

를 통하여 자격인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6월 1,260명의 

응시자를 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에 한 심사를 거쳐 

1,120명(응시자의 88.9%)의 심사통과자에게 2009년 3월 환

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증을 교부하 다. 제1차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법정 문 과목별 분포는 내과 294명(26.3%), 

마취통증의학과 220명(19.6%), 신경외과 191명(17.1%), 흉부

외과 150명(13.4%), 응 의학과 110명(9.8%), 신경과 100명

(8.9%), 소아청소년과 30명(2.7%), 외과 25명(2.2%)이며, 지역

별로는 수도권 724명(64.6%), 남권 184명(16.4%),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95명(8.5%), 충청권 80명(7.1%), 강원권 37명

(3.3%)이다.

환자실 담의사와 환자의학 세부 문의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과 성공을 

해서는 체계 인 제도의 운 도 요하지만 제도를 통하

여 양성된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역할과 활동이 임상

으로, 한 학문 으로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는 왜 필요한

가? 이에 한 답을 구하기 해서는 환자실이 어떠한 이

유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환자실에서 집 치료가 필요

한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한 이해가 필

요하다.

  환자실은 병원 내에 특별히 고안된 일정한 공간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 다. 이러한 역사  인

식에서 시작된 의 환자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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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지속 인 집 치료를 제공하기 하여 1) 특별

히 고안된 공간, 2) 첨단 감시 장치와 치료 장치들의 구비, 

3) 지속 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들, 4) 한 환자

와 간호사 비율, 5) 환자 치료에 한 역량을 가진 의료

문가들이 필요하다. 이 에서도 병원의 다른 병동과 환

자실을 구별하는 요한 특징은 첫째, 환자와 간호사의 비

율이 다른 병동과 비교하여 낮다는 이며, 둘째, 환자 

치료에 해 수련과 경험을 쌓은 의료 문가들이 집 치료

에 참여한다는 이다. 한 환자실에서 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매우 다양하나 병동의 환자들에 비해 환기보조, 

심 계보조, 침습  감시, 경험 있는 간호사에 의한 집  

감시 등 집 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이다.5)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환자실은 환자 문의사와 문간호사들

이 을 이루어 진료하고 있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주도하는 환자실 에 의해 

집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유병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환자실 재실 기간이 단축되며 의료비용이 감소한다는 

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1977년 Safar와 

Grenvik6)에 의해 환자의학에 한 역량을 가진 환자실 

담의사에 의해 리되는 환자실에서 환자의 후가 개

선되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환자의 세부 문의의 임상  

효율과 효과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Li 등7)은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환자실 담의사로 근무하기 

과 후의 환자 후를 비교한 연구를 통하여 후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보정하면 환자실 담의사

가 근무한 이후 환자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Reynolds 등8)은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패

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도를 보정할 경

우 환자실 담의사로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근무하

는 환자실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74% vs. 57%). Brown과 Sullivan9)은 환자실에서 집

치료가 주치의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환자의학 세부 문

의의 자문에 의해 행해진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동일한 

증도를 가진 환자에서 환자의학 세부 문의에 의해 집

치료가 행해진 경우 환자실 사망률을 52%, 병원 사망

률을 31%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환자의학 세

부 문의의 정 인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기 하여 

Pronovost 등10)은 이 에 보고된 27개의 연구들에 해 메타 

분석을 시행하 는데 17개의 연구 결과에서 환자의학 세

부 문의가 환자실 담의사로 근무하는 환자실에서 

환자실 사망률과 병원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병원 재원 기간을 비교한 13개의 연구 결과들 가운데 10개

의 연구결과가 재원 기간의 단축을 보고하 다.

  환자실에 환자 세부 문의가 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 의료비용 측면을 연구한 보고들도 많이 있

다.7,11-14) Hanson 등11)은 환자실 세부 문의에 의해 집 치

료가 행해지는 경우 환자실 재원 기간을 단축시켜 환

자실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Pronovost 등
15)

은 비용과 효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용으로 환자의학 

세부 문의의 여가 증가하나, 효용면에서 환자실 운

의 정성 제고, 병원 재원 기간 단축, 환자실 재원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비용/효용 면에서 효과 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임상 , 경제  효과에서 부정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16,17)

우리나라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걸림돌

  이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

를 갖추고 환자 진료의 체계 인 수  향상과 국내 환

자의학의 학문 , 임상  발 이 이루어지는 기 를 마련하

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 인 정착과 발 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실질 인 효과가 나타나기 

해서는 환자의학과 련된 법 ,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

의 시설기   규격) 별표4에 의하면 환자실의 시설규

격에 한 내용에서 “ 환자실에는 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 환자실에는 담 문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0호에 “

담의는 당해 요양기 에 속된 의사로서 환자실에 근무

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환자실 단 (unit)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며 환자실과 인 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  근무는 가능한 자”로 정의하

고 있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가 환자의학 세부

문의가 배출된  시 에서 우리나라 환자의학의 발 과 

국민건강 향상의 실질 인 효과를 해서는 보건복지가족

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자실 담의사의 정의가 개선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자실 담의사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을 살펴

보면 담의사의 자격에 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 24시

간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턴 혹은 지던트 는 일반의가 

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환자를 단독으로 진료하여도 

상 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환자진료의 문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외

으로 우리나라의 환자실 담의사는 공의라고 정부

에서 천명하는 것과 같다. 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의

사로 정의한다는 것은 환자실 담의사는 외래 진료 

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 다른 진료 행 를 병행할 수 없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보다 환자의학 세부 문의를 시

행한 외국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용한 가 없다. 미국의 

경우 환자실 담의사는 환자의학 세부 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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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환자들의 임상 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환자실에서 환자를 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을 보고, 환자를 직  리하고 있는 담당의사로 정

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2년 일본의 환자실 규

정에서 집 치료부 책임자는 일본 집 치료의학회가 인정

한 집 문치료 의사이어야 하며, 집 치료부에는 속하

는 의사가 상시로 집 치료부 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속의에는 집 치료 문의사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을 감안하여 

한 환자의학회에서는 환자실 담의사의 정의를 “법정

과목 문의 자격을 가지고 환자의학 수련을 통하여 

환자를 질 으로 높게 리하고 유지하며 제한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로 환자실에 근무시간의 

5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의사”라고 바꾸기 하여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환자의학

의 발 과 국민건강 향상의 실질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자의학의 발 과 국민건강 향상의 실질 인 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환자실과 련된 보험수가가 개선되어 

환자실 운 으로 인한 병원들의 재정  어려움이 개선되고 

환자의학에 련된 문인력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제

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환자실 차등등 제를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에서는 재정 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실 수가, 무 은 담의사 

리료 등이 시 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역량을 가진 의사들이 환자

의학에 심을 가지고 환자의학을 공하고자 노력할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

의 성공 인 정착  발 과 함께 환자 진료의 체계 인 

수  향상을 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실질 인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기 한다.

요      약

  1980년 7월 26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환자

의학회(Western Pacific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Medicine, 

WPACCM) 창립 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한 환자의학회의 

창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학이 시작되었고 2010

년이면 한 환자의학회는 30세의 청년기를 맞이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환자의학의 발 과 국내 환자진료의 문

제 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

었으나 그  환자의학 세부 문의 제도의 시작은 그 핵

심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 제도를 통하여 환자 진료의 체

계 인 수  향상과 국내 환자의학의 학문 , 임상  발

이 이루어지는 기 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

의 성공 인 정착과 발 을 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내실 

있는 교육  수련제도의 정착이 요하며, 환자의학에 

련된 모든 사람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인 환자실에 문의 담의사가 환

자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  뒷받침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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