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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Student Internship with Intern-Leve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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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giving student interns internlevel responsibilities and to discuss the various obstacles.
Methods: Modifications were made to the student internship program, including rotations
through major departments, for 4th-year medical students and was conducted at the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e surveyed 49 student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administered a checklist evaluation for their performance, and interviewed two focus
groups of faculties and residents to find out the obstacles of the program.
Results: Most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 program was satisfactory and necessary. Of
the students, 71.4% performed as an acting intern. The mean score of the students' performance
was 84.1. The students had the most difficulty with time management and making diagnostic and
management decisions. Initially, at the start of the program, both students and residents were
somewhat confused about the student interns' duties. They suggested that definite learning objective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d announcements to patients and hospital staff should be put in plac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program.
Conclusion: We discovered that it was possible for student interns to perform at the level of
interns. We suggest that systemic improvements continue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student
intern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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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 인턴제의 시행 경험

서

과에 따라서는 진료의 책임을 지는 학생 인턴 프

론

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학생 인턴제란 미국에서 발달한 진료실습 교육과

서는 불의의 사고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

정의 한 유형으로 (Lee, 2002), 3학년 진료실습을 마

다.

친 4학년 학생들이 대개 4주의 기간 동안 주로 내

강원의대에서는 2001년부터 학생 인턴 프로그램

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 등에서 1개

을 외과에서 시범 운영해 왔는데, 2006년에는 이를

과를 선택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확장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중 1개과를

(Sidlow, 2001). 학생 인턴제는 미국에서 전쟁 등의

선택하여 모든 4학년 학생들이 상급자의 감독 하에

영향으로 현장 의사인력이 대학병원에까지 부족하

실제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료 업무를 수행하

게 되자, 학생들을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는 학생 인턴을 하도록 하였다.

(Fagan et al., 1998).

이에 저자들은 학생들이 진료에 대해 책임을 지

학생 인턴들은 상급자의 감독 하에 입원환자에

는 인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평가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하며 처치명

해 보았으며 학생들의 동기부여 정도나 과에 따라

령권을 가지는 등 인턴 (전공의 1년차) 수준의 업무

업무 수준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학생 인턴

를 수행하게 된다 (Kook, 2002). 이 과정에서 학생들

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학생

은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어떤 장애물들

한 업무 지식과 술기를 특별히 강조하여 배운다

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Sidlow, 2001; Green et al., 2004). 따라서 환자 진
료 과정에서의 추론을 위주로 학습하며 환자에 대

대상 및 방법

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3학년 진료실습과는 완

가. 연구대상

전히 차별화된다.
학생 인턴제의 도입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졸업

2006학년도 1학기에 강원의대의 모든 4학년 학생

후 수련과정 개선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에

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서 주장되어 왔다 (Huh, 2001; Kim et al., 2002a; Koh

이들은 2학년 때 180여 시간 동안 면담술, 병력 청

et al., 2004).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 학생 인턴 프

취 기술, 신체검사 기술, 과정 기술 등의 조기 진료

로그램의 시행을 보고한 바 있으나 (Kim, 2002b;

실습 교육을 받았으며, 3학년 때는 내과, 외과, 산부

Park et al., 2003; Kim, 2004; Seo et al., 2004), 이들

인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영상의학

은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실습의 적극적

실습을 마쳤고, 3학년 실습기간에는 별도로 56시간

인 참여 형태로서 학생 인턴제를 활용하였을 뿐, 업

의 의료윤리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

무 술기 습득을 목표로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

들이다. 학생들은 학생 인턴을 마칠 때 업무 수행에

료하며 처치명령을 내리는 인턴 수준의 학생 인턴 프

대한 평가를 받았다.
학생 인턴을 모두 마친 1학기 말, 4학년 학생들을

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는 제도나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총 50명 학생 중 49명

이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치명령을 내리며 진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 인턴들의

료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과별 배치는 Table I과 같다. 과별로 학생 인턴의 성

가 있다. 학생의 진료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학생

별이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과를

같은 해 2학기 초, 해당 과별로 1인 이상의 교수

선택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

및 전공의를 선정하여 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교수

지 않을 수도 있다.

4인과 전공의 5인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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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pecialty Choice for Student Internship
Field

Specialty no. (%)

Internal medicine
Surgery
Obstetrics & gynecology
Psychiatry

19
15
8
7

Total

49 (100.0)

Male no. (%)

(38.8)
(30.6)
(16.3)
(14.3)

11
12
7
5

Mean age (year)±standard
deviation

(57.9)
(80.0)
(87.5)
(71.4)

26.89±3.16
28.73±2.96
28.50±5.01
30.14±3.80

35 (71.4)

28.18±3.62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소
나. 학생 인턴 프로그램

감 및 건의사항을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생 인턴 시행 전 해당과 교수와 전공의, 4학년

마. 연구 방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다. 학
생 인턴 전용 진료지침서를 학생 인턴에게 제공하였

학생 인턴 수행능력 평가와 설문 결과는 SPSS

고, 당직시에는 전공의 당직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

12.0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 인턴 수행능력

였다. 각 과에서는 학생 인턴을 위한 집담회를 별도

평가의 각 항목과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로 마련하였다. 강좌책임교수, 각 과 과장, 수석전공

분석하였다. 과별 점수의 차이는 분산분석으로 확인하

의로 구성된 실무회의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였다.

였다. 수행능력 평가의 Cronbach's alpha 값은 0.721이
었다.

4학년 진료실습은 각 조가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2인이 내과를, 2인이 외과를, 1인이 산부인

5점 척도 설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처

과를, 1인이 정신과를 각각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

치명령 입력, 동의서 받기, 회진시 환자보고, 환자

생 인턴들은 2주의 근무 기간 동안 담당 전공의의

교육 등의 업무는 1차적 책임을 지는 전공의 1년차

감독 및 확인 하에 5명 이내의 경질환 입원환자를

수준의 업무로, 환자진찰, 의무기록 작성, 과정기술

담당하고 관리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환자에게 자신

수행 등은 2차적 책임을 지는 인턴 수준의 진료업무

을 학생 인턴으로 소개하도록 하였다.

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각 과별 차이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이원배치 카이제곱검정과 분산분석을 시

다. 학생 인턴 수행능력 평가

행하였다. 학생 인턴 수행에 대한 동기와 과 선택에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수행능력 평가 채점표

서의 동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배치

를 개발하여 학생 인턴 평가에 사용하였다. 학생 인

카이제곱검정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기

턴 평가는 각 과의 담당 전공의가 하였고, 이를 각

대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한 검

과의 과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정을 사용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로 정의하였다.

라. 설문 조사

학생들의 주관식 서술은 한 문장씩 분리하여 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설문

드를 매겼다. 이들 내용은 집단면접조사 참가자들에

으로 실시하였다 (5-매우 그렇다, 3-보통, 1-매우

게 열람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서술내용은 저자

그렇지 않다).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수준과 업무

들 중 2인이 독립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한 후 10회

내용, 힘들었던 점과 개선사항, 대인관계 갈등 여부,

이상 반복 기술된 내용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

학생 인턴을 하고 싶었는지와 하고 싶은 과를 선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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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Responsibility Level of Student Internship According to Department
Full responsibility*
no. (%)

Field
Internal medicine (n=19)
Surgery (n=15)
Obstetrics & gynecology (n=8)
Psychiatry (n=7)

4
2
2
0

Total

8 (16.3)

Partial responsibility†
no. (%)

(21.0)
(13.3)
(25.0)
( 0.0)

9
11
5
2

No responsibility‡
no. (%)

(47.4)
(73.3)
(62.5)
(28.6)

6
2
1
5

27 (55.1)

(31.6)
(13.3)
(12.5)
§
(71.4)

14 (28.6)

†
* Full responsibility: 1 year resident level responsibility, direct and primary responsibility under supervision, Partial
responsibility: intern level responsibility, not primary responsibility, but indirect and secondary responsibility under
‡
§
supervision, No responsibility: clerkship student level responsibilit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sychiatry and
other departments, p<0.05
st

Table III. Tasks of Student Intern According to Department
Total
(n=49) (%)

Tasks
Examining patient
Medical recording
Procedural skills*
Morning report†
Educating patients
Informed consent
Entering orders†

43
41
39
36
31
15
8

(87.8)
(83.7)
(79.6)
(73.5)
(63.3)
(30.6)
(16.3)

Internal
medicine
(n=19) (%)
18
16
17
10
14
8
0

(94.7)
(84.2)
(89.5)
(52.6)
(73.7)
(42.1)
( 0.0)

Surgery
(n=15) (%)
11
14
15
15
10
5
6

Obstetrics &
gynecology
(n=8) (%)
7
6
6
8
4
2
2

( 73.3)
( 93.3)
(100.0)
†
(100.0)
( 66.7)
( 33.3)
( 40.0)†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sychiatry and other departments, p<0.05,
surgery/obstetrics & genecology and internal medicine/psychiatry, p<0.05

( 87.5)
( 75.0)
( 75.0)
†
(100.0)
( 50.0)
( 25.0)
( 25.0)†

Psychiatry
(n=7) (%)
7
5
3
2
3
0
0

(100.0)
( 71.4)
( 42.9)*
( 28.6)
( 42.9)
( 0.0)
( 0.0)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집단 면접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여

II와 같다. 8명 (16.3%)의 학생들이 전공의 1년차 수

저자들 중 2인이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집단면접

준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하였다. 반면 14

내용은 신분별 코드를 매겨 주제별로 분리하였다

명 (28.6%)의 학생들은 진료의 책임을 지는 업무를

(교수의 경우 F1~4, 전공의의 경우 R1~5). 서술 내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다른 과 (21.4%)

용은 면접에 응한 교수와 전공의에게 열람하여 정

에 비해 정신과 (71.4%) 학생 인턴들이 진료의 책임

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을 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p<0.05).
학생 인턴들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환자진찰, 의무

결

기록 작성, 과정기술 수행, 회진 시 환자보고, 환자

과

교육 등의 순이었다 (Table III). 처치명령 입력과 동

가. 설문조사결과

의서 받기 업무는 30% 이내의 학생 인턴들만이 수

1) 학생 인턴의 실제 업무 수준과 내용

행하였다. 외과계열 (외과와 산부인과) 학생 인턴이

학생 인턴의 실제 업무 수준을 분석한 표는 Table

내과계열 (내과와 정신과) 학생 인턴에 비해 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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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Difficulties during Student Internship According to Department
Difficulty
Time management
Decision making
Understanding job
Physical fatigue
Interacting with doctors
Performing procedure
Relationship with nurse

Total
(n=49) (%)
22
13
5
3
3
2
1

Internal
medicine
(n=19) (%)

(44.9)
(26.5)
(10.2)
( 6.1)
( 6.1)
( 4.1)
( 2.0)

9
2
3
2
3
0
0

(47.4)
(10.5)
(15.8)
(10.5)
(15.8)
( 0.0)
( 0.0)

Surgery
(n=15) (%)
7
4
0
1
0
2
1

(46.7)
(26.7)
( 0.0)
( 6.7)
( 0.0)
(13.3)
( 6.7)

Obstetrics &
gynecology
(n=8) (%)
4
2
2
0
0
0
0

(50.0)
(25.0)
(25.0)
( 0.0)
( 0.0)
( 0.0)
( 0.0)

Psychiatry
(n=7) (%)
2
5
0
0
0
0
0

(28.6)
(71.4)*
( 0.0)
( 0.0)
( 0.0)
( 0.0)
( 0.0)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sychiatry and other departments, p<0.05

시 환자보고 (100% vs. 46.2%)와 처치명령 입력

6명 (12.2%)의 학생이 학생 인턴을 하면서 학생이

(34.8% vs. 0.0%)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p<0.05).

진료를 한다고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항의나 불평을

정신과 (42.9%) 학생 인턴이 과정기술을 수행한 빈

들었다고 답하였다. 2명 (4.1%)의 학생은 환자들이

도는 다른 과 (90.5%) 학생 인턴에 비해 낮았다 (p<

진료를 거부할까봐 자신이 학생 인턴이라고 설명하

0.05). 그 외의 업무 내용은 과별로 차이가 없었다.

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동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고 답하였다.

2)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

2명 (4.1%)의 학생은 선배의사와의 관계에서 갈등
을 겪었고, 8명 (16.3%)의 학생은 간호사나 병원직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생 인턴 프로그램에 비교

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적 만족하였으며 (3.88±0.95), 열의를 가지고 적극
적으로 학생 인턴 업무에 임하였다 (4.39±0.70)고
답하였다. 1차 진료와 관련된 업무 기술을 습득할

4) 학생 인턴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개선사항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하였으나, 만족스

학생들은 학생 인턴을 하면서 주로 시간관리, 진

러워하지는 않았다 (3.27±1.13). 담당 교수의 지도

단 및 치료에서의 의사결정, 업무 파악 등이 어려웠

에 대해 학생 인턴들은 만족했으며 (4.27±0.81), 담

다고 답하였다 (Table

당 전공의의 지도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

(71.4%)들은 다른 과 학생 인턴 (19.0%)들에 비해

다(4.47±1.08).

진단 및 치료에서의 의사결정을 더 어려워하였다

IV).

정신과 학생 인턴

학생들은 학생 인턴을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존중

(p<0.05). 그 외 어려웠던 점에서 과별 차이는 없었

을 받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였다(3.49±0.94)고 답

다. 설문 항목에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 진찰, 환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생 인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 항목에 표시한

(3.90±0.94)고 답하였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학생은 없었다.
학생 인턴제의 개선사항으로는 명확한 학생 인턴

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던 과별로 차이가 없었다.

의 교육 목표 (61.2%), 학생 인턴에 초점을 맞춘 별
3) 대인관계 갈등

도의 총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14.3%), 병원 의료진

대인관계 갈등은 총 14명 (28.6%)의 학생에서 있

과 직원에게 사전 공지와 협조 요청 (10.2%), 교수

었다. 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던 과별로 대인 관계

대상 교육 (8.2%), 학생 인턴 전 교육과정 개선

갈등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

(6.1%)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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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Mean Scores* (±SD†) on Global Scale Rating for Clinical Performance of Student Interns
Mean score ± SD
Interacting with doctors
Observance of the duty rules
Honesty
Clinical and procedural skills
Interacting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teracting with nurses and paramedical workers
Clin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Self regulation and motivation

93.7±15.3
91.3±16.7
86.7±18.0
84.3±17.0
80.9±23.0
80.4±21.3
79.9±14.6
79.8±21.8

Total

84.1±10.8

* All scores were graded on a scale of one hundred points,

†

에서 과별 차이는 없었다.

업무 수준에 대해서 학생들 (n=20)은 좀 더 적극적

SD: standard deviation

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와 책임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하였다.

5)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선호 과선택 가능 여부
31명 (63.3%)의 학생이 학생 인턴이 선택과목이

나. 학생 인턴들의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더라도 선택하겠다고 답하였다. 학생 인턴 과를 선
택함에 있어 33명 (67.3%)의 학생들은 하고 싶은 과

학생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84.1 (±10.8)이었다.

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학생 인턴들은 의사와의 관계와 업무 규칙 준수에

학생 인턴이 선택과목이더라도 선택하겠다는 학

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율성과 내

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할 수

적 동기, 진료추론 능력에서 80점 미만의 낮은 점수

있었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에 업무 수준이

분포를 보였다 (Table V). 과별로 평가 결과의 차이

나 내용, 전반적인 반응, 기간 선택, 대인관계 갈등,

는 없었다.

어려웠던 점과 개선사항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 집단면접조사

차이는 없었다.

1) 학생 인턴의 진료 가능성
6) 학생들의 주관식 소감과 건의사항

모든 참가자들은 학생 인턴이 진료의 1차적 책임

(1) 전반적인 소감

을 지는 전공의 1년차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것

학생들 (n=24)은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유익하였

은 가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자들은 학생 인턴

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즐거웠으며 열심히

에게 진료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학생의 능력에 달린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담당 교수와 전공의의

문제라기보다, 신분 또는 법령 등 제도상의 문제라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 (n=23)이 만족감을 표시하

고 지적하였다. 학생 인턴 모두에게 진료 책임을 위

였다. 학생들은 학생 인턴을 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임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학생 인턴 개념의 혼란,

업무 (n=19)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2주라는 짧은 기간, 학생 인턴들의 자율성 부족 등

(2)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거론되었다.

학생들 (n=25)은 학생 인턴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규정과

“권한이랑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는지 그

업무지침 등이 보완되기를 기대하였다. 학생 인턴의

게 제일 힘들었구요. 초기에는 진짜 학생, 실습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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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Focus Group Interview Themes by Participants' Perception to Necessity for Student Internship
Total
(n=9)
Reason why
‡
Existing problem of UME & GME§
Compensation of GME for UME
Prerequisite
Improvement of SI curriculum
Explicit learning objective & duties
Legal support to student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al support
Faculty development
Announcement to hospital staff
Developing pre-SI curriculum
Measure to replace interns
Consensus of SI implementation
* SI: Student internship,
medical education

†

All are faculty members,

Participants' perception
SI*is required
SI is not required
(n=7)
(n=2)†

7
2

7
-

2

8
7
5
5
3
3
2
1
1

7
7
3
3
3
3
†
2
-

1
2
2
1
1

‡

UME: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

GME: Graduate

학생이랑 구별을 거의 못했어요. 여러 부류의 학생

진료 분야의 실무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줄 수 있는

들이 있지만 의외로 저기, 동기부여가 전혀 안되고

학생 인턴 제도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일종의 시간 때우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을 하고 있습니다.”(R3)

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R3)

“인턴제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인턴을 겪어왔지만 과연 인턴 1년 동안 우리

2) 학생 인턴제의 필요성

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

인턴제가 폐지된다면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다는

속 많이 드는 상태에서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데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하였다. 현재 인턴 과정

일단 생각을 하고….”(R2)

이 있는 체제에서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냐는 질문

“시작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일단 서브인턴 교육

에 대해 모든 전공의들과 2명의 교수 (F2, F3)는 필

자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요하다고 답하였으나, 다른 2명의 교수 (F1, F4)는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개선점을 좀

필요 없다고 답하였다 (Table VI). 학생 인턴이 필요

찾아서 나간다면 현재 우리 과내에서의 교육 시스

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은 현재의 의학 교육이나

템도 바뀔 수가 있고….”(R1)

전공의 수련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 이를 개선하는 연장선상에서 학생 인턴제가 의

일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필요한

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도라고 생각하구요.”(F2)

“실습이라는 게 막상 병원에 나와서 환자를 직접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참가자

보기는 하지만 실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들은 현재의 의학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

졸업하고 나와서 인턴이라는 것을 대부분 하는데…

식이 떨어졌으며, 전공의 수련과정이 의학 교육과정

갑자기 환경은 확 바뀌었는데…그걸 못 따라가기

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학생수준에서 학생실습과 실제 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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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술기를 배운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

니지만, 보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은 해야 될 것

봐도 현재같이 90%가 전문의를 하는 제도에서는 언

같아요. 아까 학생 인턴에 대해 안내한다고 했는데,

제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꼭 학생 때 배워서 나와서

병원에서는 절대로 지원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F4)

법령 이야기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인

서 요구하는 것은 일이예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

턴 과정 전에 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좀, 뭐 4주

데 돈 내고 배우는 얘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게 현실

이렇게 해서… 교육기간을 늘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적으로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F4)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F1)

“그 말씀이 맞는데…실제적으로는 병원에서의 어
떤 위원회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F1)

3) 학생 인턴 프로그램의 제도적 확립방안
학생 인턴제의 제도적 확립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학생 인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참가자

프로그램 개선, 뚜렷한 교육 목표와 업무 규정, 법령

들은 학생 인턴제도가 현재의 인턴제도를 그대로

정비, 병원의 지원 확대, 교수개발, 환자, 간호사, 직

답습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전공의들은 현재

원 대상 홍보 등이 거론되었다 (Table VI).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교육에서의 문제점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

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반면, 의료사고의 위험을 강

을 하는 방향으로 몇 년 몇 년 거듭된다면 좀 더 발

하게 느끼면서 의료 행위가 점점 상급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고….”(R2)

맡겨진다고 지적하였다.

“인식의 차이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할 것 같아

“학생 인턴 과정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일차 진료

요. 학생 인턴 자체가 학생 입장의 실습이 아니라

를 할 수 있게끔 교육 틀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같

실지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라는 시각이 필

은 인턴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

요하구요.”(F2)

각해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누군가 책임지고 교

“학생 인턴제도를 어느 선까지 분명하게 명확하

육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체계적

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 그리고 의

이고 마인드 있는 사람이 과정을 짜야 해요.”(F2)

료기관이라는 게 의사들이나, 교수들만 있는 게 아

“최근에 과에서 여러 가지 의료사고적 문제들이

니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라든지 다른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면서 주치의가 설명을 했느냐, 어디까지

얼마나 알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

설명을 했느냐 조차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 적응을 해주고, 대응을 해줄 것인가.”(R4)

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 그 과장님들한테 이런 서브

학생 인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

인턴들이 나와서 직접 그런 동의서를 받고 의료 행

던 교수들(F1, F4)은 학생 인턴제를 도입하려면 학

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더욱더 방어적

생 인턴제 도입에 대한 합의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생들은 전혀 진료에

충원에 대한 대책, 병원의 지원 등이 사전에 충분해

참여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야 함을 강조하였다.

낳고 있고….”(R1)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

찰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는 입
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키고 싶은

본 대학에서 시행한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비교

마음이 있는 반면에 병원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

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71.5%의 학생들이 인

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

턴 이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교수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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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들도 학생들의 진료능력이 학생 인턴을 하기에

에서 미숙하다고 평가한 반면, 수행평가 상 학생들

큰 무리는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도 프로그램

의 업무 규칙 준수나 의사와의 관계 점수는 높았다.

에 만족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생 인턴 프로그

이로부터 학생들은 교수나 전공의의 지시에 순응하

램이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즐거웠으

는 것에는 익숙하나,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

며, 학생 인턴을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시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기에, 진료의 책임을 지는 직

는 학생들에게 대인관계나 자기관리, 자율성과 의사

무를 경험하고 업무 술기를 습득하도록 하는 학생

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함을 시사

인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학생 인턴에 임하도록 하기

된다.

위해 학생들에게도 학생 인턴의 역할에 대해 확실

반면 전공의 1년차 수준의 업무 수행은 다소 미흡

히 주지시키고 미리부터 준비하도록 하여야 함을

하였다. 전공의 1년차 수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의 처치명

업무인 처치명령권의 경우, 미국에서는 설문에 응한

령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중 96%에서 학생 인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며 의사들이 학생들에게서 부족

(Sidlow, 2001), 본 연구 결과 16.3%였다. 또한 44%

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자율성, 시간관리, 의사결정,

의 미국 대학에서 실제 전공의 1년차와 같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는 사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료

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는데 (Sidlow, 2001), 본 연구

의 책임을 지는 학생 인턴을 해보기 전에는 습득하기

에서는 16.3%에 그쳤다.

어려운 부분으로, 학생 인턴의 교육 목표이자 학생

연구 결과, 학생들은 1차 진료와 관련된 업무기술

인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Sidlow et

습득 정도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학생 인

al., 2002; Green et al., 2002; Green et al., 2004).

턴 업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에 불만이었으며,

Sidlow (2001)에 의하면, 미국 대학에서는 학생 인턴

교수나 전공의들은 학생 인턴 모두에게 1차적 진료

을 대상으로 환자에 대한 교차적 관리, 신체검사와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로 학생 인턴

진단, 근거중심 의학, 과정기술 수행, 임종 판정과

개념의 혼란, 2주라는 짧은 기간 등을 거론한 것을

의료윤리, 나쁜 소식 전하기,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볼 때, 학생 인턴의 업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별도로 교육하고 있다. Fagan et al. (1998)은 학생

기간도 4주 이상으로 연장된다면 업무 수준의 상승

인턴 과정의 주제를 지식, 술기, 태도로 나누어 기

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학생들은 술기

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개선사항으로 학생 인

수행, 환자 진찰, 환자 교육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턴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의사들도 학생들의 진

시된 바, 학생 인턴의 교육과정을 뚜렷한 목표하에

료업무 수행은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학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들의 진료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인턴 업무 수행이

연구 결과 학생들은 교수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

비교적 만족하였으나, 간호사로부터의 존중이 충분

의 진료능력이 학생 인턴 업무를 수행할 수준은 되

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환자나 간호사,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강원의대에서 시행하고

병원직원과의 갈등이 20% 이상 보고되었으며 이중

있는 진료실습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호사나 직원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장 많았다.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Roh et al., 2003; Roh et al.,

이는 학생 인턴의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

2006a; Roh et al., 2006b).

인턴의 교육 목표와 역할, 업무 범위에 대해 관련된

학생들은 시간 관리와 진단 및 치료에서의 의사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시

결정을 어려워하였고, 의사들은 학생들이 자율성과

사하며, 교수나 전공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사나

진료추론능력이 부족하고 환자나 간호사와의 관계

직원들의 학생 인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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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 인턴제의 시행 경험

한다. 따라서 간호사나 직원에게 학생 인턴에 대해

연구 결과,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학생 인턴제가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안내장 등의 각종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교수들의 의견은 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나 직원과의 갈

각이었다.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은 학생들이 3학년 진료실습을 마칠 때까지 간호

교수들의 경우 현재 의학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 과

사나 직원과 협력 진료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

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떨

(Nadolski et al., 2006) 대비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어지는 반면,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나 의료사고의

하므로, 학생 인턴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과정 중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고

간호사나 기타 의료관계 직원을 대하는 대인관계

있었다. 이는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서는 학생 인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들에게 의학 교육의 문제점과 학생 인턴제의 필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기 어려워하

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였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진료하는 사람이 학

함을 의미한다.

생이라면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기

또한 병원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대책이 충

에, 학생들에게 학생 인턴임을 환자에게 소개할 필

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병원의 경우 그동

요성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소개하는 교육도 하며,

안 값싼 인건비로 누려왔던 인턴 인력을 잃게 되는

환자에게는 학생이 진료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바, 학생 인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 될

공지하고 환자가 학생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

것으로 예측된다 (Lee et al., 2004). 법령 정비 또한

음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Marracino & Orr,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1998).
이번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

(Kim, 1992), 현재 학생 인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로 참여하도록 하였기에, 일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

나 의료 행위의 범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하는 학생들이나 하고 싶은 과를 할 수 없었던 학생

상황에서는 학생 인턴이 어떤 의료과실을 하였을

들의 경우 열심히 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있어 차이

때, 법적으로 그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 학생 인턴

가 날 것을 우려하였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학생들

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학생들의 진료능력을 평

은 열심히 학생 인턴 업무에 임하였다고 답하였으

가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학생에 한하여 학생

며, 실제 학생 인턴의 업무수준과 내용은 학생들의

인턴의 자격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사

동기보다는 과에 따라 차이가 났다.

전 평가를 한다면 학생이 환자를 보게 되면서 발생하

이는 학생들의 동기보다는 교육자의 인식 또는

는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이나 업무의 내용과 질이 달

결론적으로 진료의 책임을 지는 학생 인턴 프로

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과에 비해 정신과의

그램의 시행은 가능하였다. 학생 인턴제의 제도적

경우 학생 인턴들의 업무가 진료실습 수준을 벗어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 인턴제의 필요성에

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정신과 환자를 면담하고 의

대한 인식과 합의, 학생 인턴 교육 목표와 규정 수

사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면담기술이 필요하고

립, 학생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대비, 지속적인

더구나 기간도 2주로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좀

프로그램 개선, 관계자들의 이해와 지원, 사전 교육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도 1개 의과대학

과정 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서만 정신과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볼 때 (Sidlow, 2001), 정신과에서 학생 인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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