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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ask Force Team 업무 요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창환

Summary of Task Force Team Work to Come up with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Chang-Hwa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It has been appealed to come up with the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from summe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camp 
in 2018. All members of Policy-Quality Management Board, Educational Board, and 
Insurance Affaires Board had the first workshop preparing for the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on December 8, 2018. They discussed prerequisites 
to the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as well as pros and cons on 
the system. After trying to prepare it over half year, a task force team (TFT) set sail for 
the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Throughout one workshop 
and five conferences, the TFT confirmed the official name of certificate system of 
pancreatobiliary endoscopist and made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qualification of 
guidance medical specialists, training hospital qualifications, acquisi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ertificate, and eligibility criteria for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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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8년 여름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camp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태동되어 그 해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회에 의견이 상정되었으며 평의원에 보고되었다. 2018년 

12월  8일  정책질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보험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첫 번째 워크샵을 갖고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한국의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 해외 및 타 학회에서 인증의 제도 성공 

사례, 의료보험정책과의 조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절차와 

관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그 후 반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19년 

7월 2일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 TFT)가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가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워크샵을 하면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해 온 업무를 요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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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 구성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는 정책질관리위원회 

이사를  TFT 위원장으로  하여  정책질관리위원회  6명 , 

교육위원회 6명, 보험위원회 1명, 정보위원회 1명, 자문위원회 

10명으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정책질관리위원회  이사를  위원장으로  총무이사 , 

교육위원회이사, 보험위원회이사, 전임 정책질관리이사, 

각지회장(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강원,  충청)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2.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 업무 요약

 

2019년 7월 2일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가 출범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워크샵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는  출범과  동시에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TFT는 췌장담도 인증의, ERCP 인증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췌장담도내시경 전문의 등 총 4가지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며 그중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라는 용어가 

가장 포괄적이면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TFT 

위원들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2020년 7월 31일 

마지막  회의에서  공식  명칭에  대한  재논의를  통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확정하였다. 또한 첫 논의 자리에서 

인증의 제도가 시술의의 보호, 병원 홍보, 평점 유지를 통한 

학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향후 췌장담도 시술에 대한 질관리를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었다 .  아울러  T F T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기준, 수련 요건 제정, 인증의 유지 및 

보수, 타 학회 인증의 실제 운용 지침, 지역 추천 현실성 조사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  후  3차례  회의  및  1차례 

워크샵을 통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 

수련병원 자격 요건, 인증의 요건, 인증의 유지 보수, 갱신의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20년 7월 31일 5번째 

회의에서 규정집 초안을 완성하였다.

결 론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워크샵을 통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공식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췌장담도내시경 지도 전문의의 자격, 

수련 병원 자격, 인증의 취득과 유지 및 보수, 갱신의 자격 

기준을  담고  있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규정집을 

완성하였다.

요 약

2018년 여름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 h o l a n g i o p a n c r e a t o g r a p h y ,  E R C P )  캠프에서부터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8년 

12월  8일  정책질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보험위원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준비를 위하여 1차 워크샵을 

가졌다. 모든 참여자들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준비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 후 반년이 넘는 

Table 1. Task force team work for certi�cate system of pancreatobiliry endoscopist

일정 내용

2019년 7월 2일 TFT 출범, 위원들 합의 형성 

타 학회 실태 조사, 인증의 제도의 현실성 조사

2019년 8월 19일 췌장담도내시경 지도 전문의의 자격, 수련 병원 자격, 인증의 취득과 유지 및 보수, 갱신의 자격 기준 초안 작성

2019년 9월 21일 제1차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규정집 초안 검토 및 수정 

2019년 11월 11일 제2차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규정집 수정안 검토 및 추가 수정 

2019년 12월 21일(워크샵) 제3차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규정집 수정안 검토 및 추가 수정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2020년 2월 21일 제3차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규정집 3차 수정본을 임원진에게 회람

2020년 7월 31일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공식 명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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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끝에 2019년 7월 2일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 TFT)가 출범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워크샵을 

통하여 ,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공식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췌장담도내시경 지도 전문의의 자격, 수련 병원 

자격, 인증의 취득과 유지 및 보수, 갱신의 자격 기준을 담고 

있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규정집을 완성하였다.

국문 색인: 인증의 필요성;  담관췌장조영술, 내시경역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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