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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시행을 해야 하는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조광범

Why Should We Implement a System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Certification?

Kwang Bum Cho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The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procedure requires 
concentration while wearing a heavy radiation protective suit and taking the risk 
of radiation exposure and complications. In order to successfully perform an ERCP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arget disease, as well as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and a certain amount of experience in the procedure.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organized a promotion committee to implement 
the “ERCP Certification” system to maintain education and quality control of ERCP 
procedures. A blueprint wa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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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이 임상영역에 도입된 이후로 

ERCP는 췌장담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췌장담도 부위는 다른 소화기관에 

비하여 복잡한 해부생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시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도 발생 가능하고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ERCP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췌장담도 질환의 충분한 이해와 

ERCP를 이용한 능숙한 술기 능력이 요구된다. ERCP를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하의 적절한 수련 및 

충분한 시술 경험, 적절한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다.1 

최근 치열해진 의료환경과 ERCP에 대한 보험수가의 개선 

으로 말미암아 ERCP를 시술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종합병원까지 확대되어 시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ERCP 시술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ERCP 시술자의 시술도 증가되어 불완전한 시술 

및 관련 합병증의 증가, 법적분쟁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자 및 시술자의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증가 

가능하다.

2019년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ERCP를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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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적절한 시술 경험 및 능력 수준 유지를 제도를 통하여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ERCP 질관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ERCP 수련의 국내 환경

국가암검진사업과 맞물려 상부위장내시경의 시술 건수 

증가와 더불어 내시경을 시행하는 기관 및 의사 수도 전반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술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2004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공인된 수련기관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을 마친 후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내시경 시술 의사가 

환자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 및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구비하였다. 그러나 ERCP는 

일반적인 상하부내시경보다 더 고도의 술기 능력 및 더 오랜 

기간의 수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2017년 췌장담도학회 

에서도 ERCP의 교육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수련 

자격이나 인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20년 

개정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부전문의  교육  수련 

목표에서도 췌장담도내시경 수련 목표는 권장사항으로만 

언급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일반적인 소화기내과 전임의의 

경우, 전임의 1년차는 위·대장내시경에 집중하도록 하였고, 

췌장담도내시경 시술은 참관함으로써 술기 및 일반적인 췌담도 

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췌장담도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전임의들에 한해 2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췌장담도내시경에 대한 수련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2 

하지만  E R C P가  진단보다는  치료적  목적으로  바뀐 

시대에서는 ERCP란 것이 단순히 담관으로 카테터 삽관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에, 술기 

능력은 쉽게 시술 개수로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단순한 

ERCP 경험의 수보다는 각 술기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2017년 ‘전임의를 위한 ERCP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록 규정된 시술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소개된 

시술의 경험 여부, 시술 숙련도, 개개인의 편차 그리고 시술 

성공률에 따라 시술 수행 능력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술 건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대신 

80% 이상의 선택 삽관 성공률과 85% 이상의 총담관결석 제거 

성공률을 권고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례 경험을 통한 양질의 

췌장담도내시경 수련을 위해서는 1년간의 소화기 내시경 

수련을 마친 후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소수의 

전임의에 한해 집중된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 그러나 

대부분의  소화기내과  전임의들이  수련  기간  대부분을 

상하부내시경 시술의 습득에 치중하고 권장사항인 ERCP 

교육과정에는 수련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각 병원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2. ERCP 수련의 해외 환경

영국의 경우 2005년 학회 주도로 체계적인 과정이 설립 

되었다.4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의무 수련 기간(compulsory 2 

year foundation program, FY 1-2)이 있고, 이후 2년의 내외과 

핵심 수련 기간(2 year core medical or surgical training, CMT 

1-2), 이후 5년의 세부 분과 수련을 받게 된다(specialty register, 

StR1-5). StR은 우리의 전임의에 해당하며 StR 3년차 때, ERCP 

수련을 받고 싶은 사람을 선발한다. ERCP 수련의는 directly 

observed procedural skills (DOPS) 양식으로 자신의 시술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DOPS의 평가는 수련의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 없는 2명의 ERCP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수련 

마지막 12개월 동안 최소 75건의 ERCP 시술 건수, 치료 목적의 

시술 성공률 80% 이상, 부작용 5% 미만일 경우 수료 인증서 

(certificates of completion training)를 수여하게 된다.5

미국의 경우는 3년의 일반 내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후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을 최소 3년을 수련하나 ERCP 술기를 

습득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치료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전임의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6 일부 병원에서 “Advanced Endoscopy Fellowship”이라는 

수련 과정이 있는데, 전임의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추가적인 

치료 내시경 수련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ERCP, 

초음파 내시경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임의 

4년차에 해당되며 이때 ERCP를 배울 수 있다. 따라서 ERCP 

수련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영국처럼 학회 차원에서 공인된 ERCP 인증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 그러나 최근 연구7에서 연간 180예 이상의 

ERCP를 수행한 췌장담도 전공 전임의(전임의 3년차)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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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고할 정도로 ERCP의 적절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우려로 영국의 경우처럼 국가 단위의 인증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8

호주의 경우는 3년의 일반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소화기내과 수련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2년의 core-training은 

마쳐야 하며, 이후 선택적으로 1년의 non-core training을 받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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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도 문서화된 ERCP 인증의 제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

일본의 경우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초기 연수의’ 과정, 

이후 1년의 ‘후기 연수의’ 과정을 마친 후 ‘인정내과의’ 자격증을 

주며, 이 중 일부에서 3년의 추가적인 분과전문의 수련을 하게 

된다(http://www.naika.or.jp/nintei/). 일본 역시 3년의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기간 동안 ERCP를 배우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별도로 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5 

3. 수련 정도와 시술 합병증 발생

ERCP는 많이 경험해 볼수록 선택적 삽관의 성공률이 

높아진다.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는 ERCP 수련을 위한 적절한 

수련 건수 200예를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 최소 80예 이상의 

유두괄약근 절개술, 60예 이상의 담도배액관 삽입 경험, 90% 

이상의 선택적 삽관 성공률을 권고한다.9 8년에 걸쳐 532건의 

ERCP를 단일 시술자가 시행한 연구를 보면, 첫 2년에는 선택적 

삽관율이 85%였지만, 이후로 점차 매 2년마다 삽관율이 88%, 

90%, 96%로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10 연간 시행 건수가 25건 

미만인 경우는 시술 건수가 많은 시술자에 비하여 삽관 실패율과 

24시간내 입원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1

네덜란드에서 나온 ERCP 수련 과정에 관하여 자가 기록 

(Rotterdam Assessment Form for ERCP [RAF-E])을 통하여 

선택적 삽관 성공률을 조사한 학습곡선연구를 보면, 15명의 

수련의가 1,541건의 시술을 하였는데(이 중 624건이 naïve 

papilla) 200건의 시술 후 선택적 삽관 성공률이 36%에서 85%로 

상승하였고, naïve papilla에서는 180건 시행 후 22%에서 68%로 

성공률이 상승하여 충분한 수련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의 

밑받침이 됨을 시사하였다.12

3년의 소화기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1년의 “advanced 

endoscopy trainees (AETs)” 과정을 수료한 24명의 시술자들의 

AETs 과정 말기와 독립적인 시술을 하였을 때 시술의 질적 시술 

정도(quality indicator)를 조사한 다기관 전행적 연구를 보면, 

AETs 마지막 기간의 시술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73.9%였으며, 

이후 1년간 평균 116건의 ERCP를 더 시행한 경우에는 삽관 

성공률이 95%로 향상되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3

4.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들의 의견

ERCP를 배우고자 하는 수련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련 환경 

조성 및 능력 수준 유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인증의 제도 실행 및 배경”에 대한 

설문지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학회에 

평생회원 ,  정회원 ,  준회원으로  등록된  약  1 ,100명에게 

전자메일로 2020년 9월 14일부터 주 3회 이상, 총 14회, 3주 동안 

전달되었고, 또한 동시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최대 

334명이 열람하였다. 이 중 설문 답변이 200예에서 얻어져서 

전체적인 응답률은 60%였다. 보통 추계학술대회 참가 인원이 

간호사 제외 204명(2018-2019년)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실제적으로 시술과 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자의 평균 연령대는 40대가 50.5%였으며, 30대는 

17.5%였다. 근무지별로는 대학병원 이상급이 71%였고, 

2차병원 근무자는 27%였다. 근무지 내 직위는 대부분 임상교수 

이상이었으며(62%), 종합병원 소화기 담당 전문의가 31%였다. 

평균 ERCP 경력은 3년 미만이 16%, 3년에서 5년은 12.5% 

였으며 7년 이상인 경우가 57%였다. 속해 있는 기관의 한달 

평균 ERCP가 10건 미만인 경우가 9.5%였으며, 개인별로는 

10건  미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17%, 혼자  ERCP 시술을 

담당하는 회원이 30%였다. 회원의 77%에서 90% 이상의 삽관 

성공률을 답하였으며 80% 미만이라고 답한 회원은 7.5%였다. 

가장 흔히 경험한 합병증은 췌장염이었으나 약 60%에서는 5% 

미만에서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ERCP 시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을  경험한  회원은  38%에  달하였으며 ,  이로  인한 

환자/보호자와의 갈등을 80.5%에서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해결되었으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11.5%, 경찰조사 및 법원판결로 해결된 경우가 5.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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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92%의 응답자가 고난이도 시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ERCP 

시술의 경우 “ERCP 합병증은 ERCP 수련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고, 초심자의 ERCP 시술은 환자 안전을 

위하여 숙련자의 감독하에 충분한 수련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고 91.5%에서 응답하였다. 

수련 과정과 관련하여 숙련자로부터 직접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  교육시설이  구비된  기관에서  수련  받는  것을 

95%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시술의 질관리 

차원(86%), 환자 안전 문제(81%), 합병증 발생 시 시술자 

보호차원(44.5%), 췌장담도 영역의 전문화(33%)로 복수응답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수련 과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3.5%의 

이유로는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 ( 2 % ) ,  초심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4%), 업무량 증가 및 실익이 없다(1.5%)로 

응답하였다.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시술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ERCP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증명과 

경험이 있음’을 학회에서 보증 받을 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77%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9%에서는 필요 없다, 

4%에서는 현실적인 사회현상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을 때 참가 의향을 물었을 

때 83%에서 참가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회원들이 ERCP의 수련 

과정 향상을 위한 질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결 론

ERCP는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 술기 능력을 요구하는 

시술로서 ERCP를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하의 

적절한 수련 및 충분한 시술 경험, 적절한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 수료만으로는 이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없기에 해외의 

경우처럼 ERCP 교육은 최소 2-3년의 충분한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후 경험이 많은 ERCP 지도 전문의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국내에서 ERCP를 담당하는 유일한 학회이며 평생 회원이 

540명 수준으로 비대하지 않기에, 향후 증가하는 의료분쟁 및 

ERCP의 질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학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ERCP 인증 과정 개발의 중추적 

역할 감당이 가능하며, 대다수의 회원들의 의견도 체계적인 

교육 수련 과정 및 인증제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요 약

ERCP 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교육과 수련, 일정량 이상의 시술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시술  및  최소  합병증 

가능성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ERCP 시술은 

무거운 방사선 방호복을 입고 방사선 피폭과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술로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ERCP를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하의 

적절한 수련 및 충분한 시술 경험, 적절한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ERCP 시술의 

교육과 질관리 유지를 위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관련 규정 개발과 

설문조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하여 제도 시행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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