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전담전문의의 개요 
 
 

김 성 훈  

단국의대 제일병원 내과 



내  용 

• 입원전담전문의 (Hospitalist) 도입 배경 

• 입원전담전문의의 직무와 역할 

• 입원전담전문의 추진경과: 시범사업 포함 

• 외국사례: 미국 

•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정착과 우려 

• 입원전담전문의 교육 계획  

• 결론 



호스피탈리스트 정의 

• 병원의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화된 내과계 의사. 

   “ 입원전담전문의” 

• A physician who specializes in the practice of 

hospital medicine. Following medical school, 

hospitalists typically undergo residency training 

in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or family practice, but may also receive training 

in other medical disciplines. 

               -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 

•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2013-2017 

– 대형병원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공의 정원이 점차 증가하여 

– 의과대학/의전원 졸업생 인원보다 많은 전공의 정원 

–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 미달 사태 발생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게 됨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 2014-2017 

– 주당 100시간이 넘는 초인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전공의 1인당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축소하도록 

– 당직 근무의 개선, 당직비의 현실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 입원환자  추이 

연도 수련기관 수 연입원환자 수(명) 내과 연입원환자 수(명) 내과 입원환자 비율(%) 

2011  131  27,040,590  8,608,782  32  

2012  132  27,209,861  8,789,131  32  

2013  129  28,018,286  9,092,610  32  

2014  129  27,727,182  9,120,691  33  

대한병원협회 자료 

May. 2015 



내과전공의 지원율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율 139.6 134.5 129.1 109.6 97.9 

확보율 99.1 100.0 99.3 93.7 87.3 

내과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2011-2015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 

• 전공의 업무량 증가 및 근무 시간 감소 
– 입원 환자 증가 

– 전공의 정원 감축 (2013년 ~ 2017년)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수련 시간 감소  

   (2014년 ~ 2017년) 

 

• 내과전공의 지원 감소 
– 인적 자원의 의식 변화 (의전원 제도의 영향/ 사회 분위기) 

– 내과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 입원환자 진료공백 발생/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 

 

• 입원환자 진료 질 향상을 논의할 시점이 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목적 

 

•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지원율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 해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입원환자 안전: 입원환자 관리/치료의 paradigm 변화 
  

   -기존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제로  

      국민에게 안전한 병원환경과 수준 높은 진료 제공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평가 연구 

전공의 
업무량 호스피탈리스트 

교수 
펠로우 등   

전문의 이상 

간호사 등 

전공의 
업무량 

정원 감축, 근무 시간 단축: 20%↓ 
3+2 제도: 3년 후 현실: 25%↓ 
-> 내과는 대체 인력 불가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직무와 역할(안) 



입원전담전문의 직무와 역할(안) 

•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 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며  

  

• 환자 교육, 감염관리, 업무 협조, 전공의  교육 

  (병원에 따라 결정, 의무 사항이 아님) 등을 수행한다.  

  
•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입원 환자의 진료 담당 

• 입원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이후 진행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운다.  

 

• 입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결정, 지시 

  하며 시행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 병동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검사(예,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의 시행을 결정하고 일차적으로 판독한다. 

 



입원 환자의 진료 담당 

• 병동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나 치료 술기(예, 각종 천자,  

  조직검사, 중심정맥관 삽입 등) 의 시행을 결정하고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한다. 

 

• 심폐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 

  한다. 

 



입원 환자의 교육 상담 영역 

 

• 환자의 상태, 진단되거나 추정하는 질환, 검사, 수술, 처치  

  등 관련된 모든 의료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에 응한다. 

  

•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입원 환자의 안전 

• 환자의 입원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다. 

 

•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입원 환자의 감염관리 

• 환자에게 수행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한다. 
 

• 표준주의 지침을 지키고 전파 경로별 주의(precaution)를  

  이해하고 환자에 따라 적용한다. 
 

• 격리 대상 환자를 선별하여 적절한 격리를 시행한다. 
 

•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원내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이해 

  하고 수행한다.  

 



입원 환자의 업무 협조 

• 환자 진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내 부서 

  들과 소통하고 협조한다. 
 

• 협진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여 시행한다. 
 

• 의무기록을 관리한다. 

 



병동에서 시행하는 술기의 예 

• 중심정맥관 삽입, 동맥관 삽입, 투석관 삽입 
 

• 기도 삽관 
 

• 골수 생검, 척수액 천자, 복강 천자, 흉강천자, 관절 천자 
 

• 심장, 복부, 갑상선, 관절 초음파 검사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추진 경과 

• 2014년 11월 18일  

 내과전공의 이탈 사건(원주기독병원)에 대한 학회 대책 회의 

    -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입장 발표 결정 

 

• 2014년 11월 19일  

 의료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필요성 피력  

    - 대한내과학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진행 예정임을 발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추진 경과 

•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연석회의 

     - 대한내과학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보험급여과,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 대한내과학회-대한병원협회 연석회의 1회 개최 

     

•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TF 실무위원회 

 

• 수련병원 간담회  

    - 내과수련병원 책임자, 대한내과학회 TF 위원 

 

• 전문가 자문회의 

 

• 춘계학술대회 한국형 Hospitalist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경주, 2015. 4. 25) 

 

• 국회 공청회 (2015.5.7) 

 

• 입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 (2016.8.9)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어떻게?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현황과 정책 과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원의 과제 

• 대학병원 

- 환자의 안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과 전공의 지원감
소에 대한 대책, 통합 진료에 대한 요구 

 

• 중소병원 

- 모든 진료과를 망라해 응급실 혹은 외래에서 입원한 환
자의 주치의 역할 

 

• 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도 호스피탈리스
트 도입의 필요성 검토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운영 사례- 분당서울대병원 

• 내과 병상증가로 도입 

 : 전공의와 업무 분리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 

 

• 문제점 
1)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의 어려움: 보수, 휴무, 학술활동 

지원, 복지지원 문제 등 

2)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 설정 

3) 탄력적 인력 운영 

 



입원전담전문의 모집 

• 학회 협조사항  

   -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안내 

   - 회원 메일 발송  
 

• 각 병원별 제출자료 

   - 채용정보(인원, 근무형태, 인건비 등) 

   - 담당자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병원 

1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2 대자인병원 전북 전주시   

3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4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5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6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7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8 한양대학 구리병원 경기 구리시 

9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1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12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울 노원구  

1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북구   

14 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15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   

16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17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18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19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20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http://www.kaim.or.kr/popup/board_160817.html 

http://www.kaim.or.kr/popup/board_160817.html
http://www.kaim.or.kr/popup/board_160817.html
http://www.kaim.or.kr/popup/board_160817.html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해외 사례 
 



Heather L White,  Richard H Glazier. Do hospitalist physicians improve the quality of 

inpatient care delivery? A systematic review of process, efficiency and outcome measures. 

BMC Medicine 2011, 9:58 

 

Hospitalists 

 

 patients’ length of stay (31%) 

 

 total hospital costs (30%) 

허대석 교수님 제공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효과  



미국의  Hospitalist  

 
 

Hospitalist 진료 활동 (종합병원) 
 
 

- Hospitalist + NP/PA (1/3 -1/2; Direct care vs. Resident care) 

    Specialist + resident (2/3 - 1/2) 

- Cardiology/ Oncology/ Pulmonology (ICU) 

    Hepatology/ Nephlology : specialist + resident 

 

- Hospitalist 담당 질환 

    : 심부전, 폐렴, 요도감염, DM 악화 

- Specialist, 외래/일차 진료 의사와 소통   

     : 진료 단절 극복이 관건, 입원 시 환자에 설명 

 

-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대형 병원, specialist 비중 높음) 

- 주간: 10-15명, 야간 60명, 인수 인계  
  

 
 

 

 

 

 

 

 



미국의  Hospitalist 

 
 

 
 

 

 

 

 

 

 

신분 및 급여 
 

- full time clinical work (일반 내과전문의 중상) 

- academic tract 

    clinical faculty tract 

    bridging job  

- 일정 근무 충족도, 재계약이 용이 

- Re-certification 

- 내과(85%), 가정의학과(5%), 소아과(5%), 산과/외과 



 
 

 
 

 

 

 

 

 

 

연구와 교육 
 

- 진료 이외 영역 확장의 의미 

- 연구비 확보가 관건 

-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 존재감 

    (academic tract) 

- Journal 발간 (연구 요건 충족) 

- Quality improvement 가 주된 관심 

 

미국의  Hospitalist 





Academic Hospi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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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스트 도입 기대효과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통하여   
왜곡된 진료시스템의 선 순환 구조 확립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전공의 미래 
영역 확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진료 질 향상 
환자 안전 확보 

사망률  
감소 

재원 기간 
단축 

입원 일당 
진료비 감소 

의료 비용 
절감 



한국형  Hospitalist 

 
 

 
 

 

 

 

 

 

 

미국의 경험  
 

- General internal medicine 의 정립 

      : 의대생/전공의 교육 - general physician 역량  

      : 외래 담당과 hospitalist 로 분화 

- 기존 specialist 와의 관계/ 위상 확립 

- 기존 진료과 들과의 충돌/ 조율 

      : 영역 확대  

       : 수련병원 진료의 비효율성 해결안 

       : 의대생/NP/PA 등을 포함한 팀 단위 운영 

       : nocturnist 운영 -> 휴일/주말 근무 부담 경감  

       : academic tract의 확대 



Hospitalist in Korea, launching phase 

• Subspecialist 와의 갈등  

: 한국의 (대학의) subspecialist 과잉 

  이분들의 job이 general internist 역할을 겸하고 있음 

  국민들의 접근이 어떤 나라보다 용이함 

 

• 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 정부의 정책적 판단 

  상급 병원의 역할 (refer pts. 관리와 연구) 



한국형  Hospitalist 

 
 

 
 

 

 

 

 

 

 

한국 대학/수련 병원 도입에 생각할 점 
 

- Supervisor/ leader 필요 

    (내과 과장 혹은 교수, hospitalist 경험자) 

- Department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 Dual tract (다른 승진/ 재임용/ 급여 기준) 

- 주간 근무팀으로 시작하여 확대 vs. 전일 cover  

     : 초기에는 ER/ ICU 근무는 지양 

     : Job description, Job security 확보 노력이 관건  

- 비수련병원에서 적용 모델도 동시 개발 (clinical tract) 

     : 수련병원 자격 기준 개편도 동시에 



1979 2017 1990 

4년 4년 3년 3년 

내과 수련 기간의 변화  

- 79년 농어촌 6개월 파견 폐진 

- 90년 내과 분과 전문의 제도 강화  

- 08년 3년 전환 이사회/평의원회 결의  

- 2차례 전국 수련 병원 책임자 간담회 

- 16년 hospitalist 시범사업 시작 

 



수련 기간의 변화  

• 3 + 2 

• 저년차: 병동 중심, 고년차: 중환자실, ER, 외래 

• General Internist 의 육성 

• 진로의 다양화 

• 내실 있는 일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 진료 전달 체계 정립 

• 전문의 시험 공부는?: 4회의 board review 

• 2016년 가을 턴은? 



수련 기간의 변화  

• 왜 지금인가? 

      - 전공의 진로 영역 확장 

      - 확실한 수련 목표 (general internist 양성) 

      - 복지부 시범사업 + 수련 기간 단축 

         hospitalist 지원자  

• 우려와 기대? 

      - 수련의 질 하락: 수련 병원 기준 강화 (125개??) 

       -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의 단초 



현재의 우려 

• 3년 후 배출 전문의 수 double 

• 내년부터 새로운 training system 가능? 

• 수련의 질 저하? 

• 새로운 고용에 따른 병원 지출 상승 



입원전담전문의 교육 계획 

• 교육 대상, 목표 및 방법  

 

• 교육 내용  

  -분과별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관리 

  - 평점, 교육 이수증 및 인증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 교육 규정안- 



  

 

  

- 입원전담전문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이해와 적응 

- 3년 수련과정 + 2년 세부전문의 과정 정착 

- 시범사업  

       : 한국형 모델 searching and development 

       : 국민이 납득할 지표 추출/ 추가 비용의 정당성 확보 

- 입원전담전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진료의 질 향상 
 

 

 

 

 

 

Co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