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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is endoscopically 
complicated procedure which carries a higher risk of serious adverse events, and it is 
more challenging compared with general endoscopy. On a national basis, the accepted 
standards of practice in ERCP are needed to be outlined to ensure consistent clinical 
standards in patient management. Certificated system for general endoscopy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6 in Korea. However, an established system for certification 
of ERCP does not exist, which requires longer training than general endoscopy. 
Recently, much has been reported about the need to meas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endoscopy services, but still the variability exists in standards used by hospitals 
for credentialing physicians to ERCP in Korea. There is an urgent need to settle the 
credentialing process to enhance practice and to protect patients, which suits our 
society.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system of ERCP certification in overseas, and 
should be helpful to establish the standard certification system of ERC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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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3년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이 처음 시행된 

이후로1 ERCP는 췌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시경 술기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부 종합병원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ERCP와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소화기 

장기에 비하여 복잡한 해부생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시술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숙달된 위 및 대장내시경 시술이 필요 

하여 췌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절한 ERCP 수행 

능력을 가진 의료인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소화기내시경 시술은 내시경 진단 장비와 부속 기구의 발전으로 

소화기 질환의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 그 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위 및 대장내시경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술기가 되었다. 소화기내시경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원하는 의사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고, 소화기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전문인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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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 

되었다. 2004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까지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였던 세부전문의 취득이, 

2006년부터는 공인된 수련기관에서 전임의 수련을 마친 후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이 인정된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인증하는 제도는 내시경 분야뿐만 

아니라 초음파 인증의, 소화기 항암 인정의에서 보듯이 여러 

타분야에서도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이다. 

ERCP는 위 및 대장내시경보다 더 고도의 술기와 긴 수련 

기간을 요구한다. 2011년도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표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교육수련  가이드라인에서 

췌담도내시경 수련목표를 권장사항으로 언급하였고, 2017년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전임의를 위한 ERCP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수련 자격이나 인증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다른 일부 국가의 ERCP 수련 과정과 

인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국내에서 ERCP 인증의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론

1. 인증의 필요성

ERCP의  시행  건수가  많아지면  선택적  삽관(select ive 

cannulation)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lup  

등2은 1명의 내시경 의사가 8년 동안 시행한 532건의 ERCP를 

분석하였을 때 첫 2년 동안 선택적 삽관율은 85%였지만, 그 다음 

2년이 지날 때마다 삽관율은 88%, 90%, 96%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Voiosu  등3은 ERCP 건수가 10개 증가할 

때마다 성공적 시술의 오즈비(odds ratio, OR)가 1.1배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 연구에서는 ERCP 건수가 1년에 25개 미만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하여 시술 실패율이 높았으며,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비율이 높았다.4 미국소화기 

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SGE)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ERCP 숙련도를 위한 

건수로 200예를 제시하였다.5 우리나라는 ERCP 시술 건수가 

연간 200건 이하의 병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6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이상적인 ERCP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ERCP는  위  및  대장내시경보다 

상대적으로 고도의 술기와 많은 습득시간을 필요로 하며, 시행 

건수가 시술 성공률이나 부작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은 경험이 많은 ERCP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다른 나라들의 ERCP 수련 과정

1) 영국 

영국소화기학회에서 2005년 학회 주도로 영국에서 시행된 

5,264개의 ERCP를 분석하였고 94%가 치료적인 의도로 

시행하였지만, 목표에 도달한 것은 70%에 머물러서, ERCP 

수련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이 설립되었다.7 영국의 의사과정 수련 

제도는 졸업 후 2년의 의무적인 수련 기간이 있고(compulsory 2 

year foundation program, FY 1-2), FY1-2가 끝나고 나면 2년의 

내과계/외과계 핵심 수련을 받고(2 year core medical or surgical 

training, CMT 1-2), 그 후로 세부 분과를 정해서 5년 동안 

수련을 받게 된다(specialty register, StR1-5). StR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임의(fellow)에 해당하는데 StR 3년차 때, ERCP 수련을 

받고 싶은 사람을 선발한다. ERCP 수련의는 자신이 시행하였던 

시술 기록을 directly observed procedural skills (DOPS) 

양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DOPS의 평가는 수련의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 없는 2명의 ERCP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수련 마지막 12개월 동안 최소 75건의 ERCP 시술 

건수와 치료 목적의 시술 성공률 80% 이상, 부작용 5% 미만일 

경우 수료 인증서(certificates of completion training)를 수여하게 

된다.

2) 미국

미국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을 받으려면 3년의 일반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2007년 미국소화기학회에서 

발간한 소화기내과 커리큘럼에 따르면 소화기내과 전임의의 

수련 기간은 최소 3년인데, 이 기간 동안 ERCP 또는 초음파 

내시경(endoscopic ultrasonograpy) 술기를 습득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치료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8 

미국소화기내과학회 홈페이지(http://gi.org/fellows-in-training/ 

gi-fellowship-programs)에 접속하면 미국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을 할 수 있는 모든 병원의 커리큘럼을 볼 수 있다.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일부 병원에서 “Advanced 

Endoscopy Fellowship”이라는 수련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내과 전임의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추가적인 치료 내시경 

수련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ERCP,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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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임의 4년차에 

해당되며 이때 ERCP를 배울 수 있다. ERCP 수련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영국처럼 학회 

차원에서 공인된 ERCP 인증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내  근무하는  1,122명의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ERCP 초기 인증에 대하여 

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병원은 79%였고 재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병원은 41%에 불과하였다.9 이에 근거하여 

미국에서도 영국처럼 학회 차원에서 공인되고 문서화된 ERCP 

인증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10

3) 호주 

호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3년의 일반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에 소화기내과 수련을 받을 수 있다.11 의무적으로 

2년의 core-training은 마쳐야 하며, 그 뒤로 선택적으로 1년의 

non-core training을 받을 수 있다. Non-core training은 임상 

분야 혹은 기초 연구 분야에 수련을 선택하여 시행되어 미국에서 

4년째 받는 “Advanced Endoscopy Fellowship” 프로그램과는 

다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Royal Australian College of Physicians 

(RACP)에서 발행한 소화기내과 커리큘럼에 따르면 호주에서도 

소화기내과 수련 기간 동안 ERCP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ERCP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일정 

자격을 보유한 시술자(experienced accredited practitioner)가 

밀접한 지도를 하는 조건하에 수련이 가능하다.12 ERCP 수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Conjoint Committee for the Recognition of 

Training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CCRTGE)에서 

제정하고 관리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CCRTGE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도 많다.10 

호주에서도 문서화된 ERCP 인증의 제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6년  졸업  후, 

우리나라 인턴에 해당하는 2년의 ‘초기연수의’ 과정을 거친다. 그 

뒤 ‘후기연수의’ 1년 과정을 마친 뒤 일정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정내과의’ 자격증을 주는데, 인정내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3년의 분과 연수 자격을 부여한다 

(http://www.naika.or.jp/nintei/). 3년의 수련 과정을 마치면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3년의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기간 동안 ERCP를 

배우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별도로 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 갱신 기준(위내시경 500개 이상, 

대장내시경 250개 이상, 치료 내시경 20개 이상)에 ERCP 시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ERCP 

수련이나 자격 수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

결  론

외국의 ERCP 수련과정과 인증 현황은 각 국가별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RCP 수련 및 인증에 대한 학회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문서화된  인증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관리하는 국가는 아직은 영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RCP 수련 가이드라인은 정립되어 

있지만, 아직 학회 차원의 인증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호주와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RCP 인증에 대한 구체적 

제도가 아직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ERCP 

교육은 최소 2-3년의 충분한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후 경험이 

많은 ERCP 지도 전문의 하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ERCP 인증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요  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췌담도 질환의 필수적인 

주요한 진단 및 치료 술기이다. 하지만 ERCP는 위 및 대장내시경 

보다 고도의 술기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의 문헌보고에서 ERCP의 시술 경험이 

많아질수록 치료 성공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은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 주의 깊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대한췌장담도학회를 중심으로 전임의를 위한 ERCP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ERCP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의료여건상 문서화 및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인증절차 확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외국의 다양한 ERCP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ERCP 인증 과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문 색인: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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