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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담도인증의 준비 전 고려해야 할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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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Korean Medical Specialty and Subspecialty System for  
Preparation of Privileging and Credentialing of ERCP Subspecialty

Eun Kwang Choi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A primary mission of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KPBA) is to promote 
high quality patient care and safety in the field of pancreatobiliary diseases. Among 
these,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among various endoscopic procedures.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provide a current Korean medical detailed and departmental specialty 
system that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reparing of privileging and credentialing 
for ERCP subspecialty and making suitable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competency of practicing endoscopists and for the granting of privileges to perform 
ERCP. As such, this document provides current situation of Korean medical specialty 
and subspecialty system to assist KPBA in making credentialing organizations 
especially for ERCP sub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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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ERCP)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치료 

내시경으로 임상에 적용되면서 췌담도 질환의 핵심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ERCP 시술은  고난이도의 

시술로서 적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담관 및 췌장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시술이다. 따라서 ERCP 시술을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경험과 

적절한 수련이 필요하다.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2011년에 

ERCP 수련 목표와 수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2016년에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ERCP 수련 목표와 

수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2 이어 2017년도에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ERCP를 포함한 내시경 수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3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췌담도  내시경전문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교육  및 

시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목표로 하는 질적 향상 및 유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Table 1).3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운용 중인 세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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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췌담도인증의 

제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대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론

소화기전임의 수련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전임의들이 충분한 ERCP 수련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소 1년의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췌담도 분야를 전공 

하고자 하는 전임의들에 한하여 2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ERCP 

수련을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다.2,4 그러나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규 소화기 내시경 훈련 프로그램을 

최소한 18개월을 이수한 의사들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ERCP 

수련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RCP 수련 기간 내에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수련 목표 및 평가 방법을 정하고, 수련 

이후에도 독립적인 시술이 가능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5-9 또한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학회에서 자격 및 유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서 시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10

1.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부 ·분과전문의  및  인증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에서 관련하는 제도가 아니고 

의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으로 인증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대한의학회’에서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향후에도 법령 등으로 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에서 현재 운용 중인 

세부·분과전문의와 인증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분과 

전문  분야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분야를 말하며, ‘분과전문 분야’와 ‘세부전문 

분야’로 나누어 진다.11 여기서 분과전문 분야란 법정 전문과목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 분야를 말하며, 세부전문 분야는 대한의학회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 분야를 일컫는다.11 세부·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로 역시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로 

나뉜다. 이러한 세부·분과전문의의 제도인증은 대한의학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인증을 통하여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의  세부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인증하게 된다. 인증의는 이렇게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정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 받은 의사를 

뜻한다.

2. 세부·분과전문의 인증 원칙

대한의학회의  세부 ·분과전문의  인증  기본  원칙은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 때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 과목을 표방하거나, 

타 전공의사의 의료 행위 제한이나 업무 독점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료수가의 반영 등을 포함한 경제적 수익 증대,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1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려는 학회는 

인증을 위하여 학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는 기간(母)전문 

과목학회(들)와  연계하여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Table 1.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 of ERCP (KPBA and KSGE)

Training aims Learn skills and knowledge pertaining to ERCP
80% success rates of selective cannulation
85% success rates of biliary stone removal

Basic knowledge and disease contents Knowledge of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pancreas and the biliary tree, and side-viewing endoscope
Common bile duct stones (most common), benign and malignant stricture

Basic procedure Cannulation, sphincterotomy, dilation, stent placement

Minimal procedure numbers necessary  
to achieve competency of endoscopy

Not defined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KPBA,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KSG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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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되게 관리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관련 전문과목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11 명명하는 원칙은 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의 형태로 구성하며, 세부전문의는 

‘분야-세부전문의’의 형태로 정한다.

3.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현황

2004년도에 대한내과학회에서 소화기분과를 포함하여 9개의 

분과전문의 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2006년도에 대한소아과 

학회가 총 8개 분과전문의를 그리고 2012년도에 대한외과학회가 

총 5개의 분과전문의(유방 질환 분과는 2014년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12 한편 세부전문의는 2005년도에 수부외과를 

시작으로 이후 소아청소년심장, 중환자의학 그리고 2010년도에 

외상외과가 마지막으로 세부전문의 인증을 시작하였다.12 인증 

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전 재인증 절차에 의하여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도인증의  신청은  매년  2회  받고  있으며, 

분과전문의 인증 신청 자격은 26개 법정전문과목학회에 한하고,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 신청 자격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13

4. 췌담도인증의 제도를 위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준비

해야 할 일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회원 학회의 동의 및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관련된 회원 학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회원 학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관련된 

회원  학회로는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 

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만일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는다고 하여도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여러 규정 등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통한 췌담도 세부전문의 

제도는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대한췌장담도학회 자체에서 인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타 전공의사의 

의료 행위 제한이나 업무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췌담도 전문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췌담도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다.

결  론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통한 췌담도 세부전문의 제도는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췌담도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췌담도 전문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먼저 대한췌장담도학회 내에 췌담도인증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는 췌담도 

인증의의 필요성 및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타 전문학회의 목소리 또한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  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은 적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필수 시술로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췌담도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회 내에 췌담도인증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학회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문 색인: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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