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Article
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2021;26:224-232
https://doi.org/10.15279/kpba.2021.26.4.224

pISSN 1976-3573   eISSN 2288-0941

Copyright © 2021 by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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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procedure requires the 
highest level of difficulty among endoscopic procedures and the complications related 
to the procedure is relatively high, and fatal. Training in ERCP requires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ognitive, and integrative skills well beyond those needed for standard 
endoscopic procedures. Therefore, a system that certifies qualifications through 
objective and systematic training and examination is needed to improve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is manuscript introduces a set of rules that contain all 
the necessary matter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of pancreatic and biliary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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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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췌장담도 질환의 핵심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한국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췌장담도 질환 환자의 증가와 

ERCP 관련 시술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및 개원가에서의 ER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ERCP 시술은 내시경 시술 중 난이도가 

높으며, 시술 관련 합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ERCP 시술의 성공률과 시술 관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ERCP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의의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집중적인 수련과 술기 

교육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환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련 및 자격 인증 제도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시행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로  2005년까지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였던 세부전문의 취득이, 2006년부터는 

공인된  수련기관에서  전임의  수련을  마친  후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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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만 그 자격이 인정되도록 강화되었다.1 또한, 내시경 

분야 뿐만 아니라 초음파 인증의, 소화기 항암 인정의에서 

보듯이 여러 타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인증하는 제도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질 관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ERCP 및 관련된 시술을 하는 임상의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ERCP 시술의 성공률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규정 초안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ERCP 캠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 

9월 이사회에 의견을 상정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증의 

준비를 위한 정책질관리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 

전문의 인증 기본 원칙을 참조하여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에 관한 규정, 2)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4)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5)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규정의  5개의  세부규정으로 나누어  초안을 

개발하였다.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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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회원 학회의 동의 및 협조를 얻어야 하고, 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여러 규정 및 조건의 수립 등 여러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 인증을 통한 “세부전문의” 

보다는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자체 인증을 통한 “인증의”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췌장담도 질환의 내시경 시술은 

ERCP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EUS)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적 도구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재적 시술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피경간이나 경구를 통한 담도경 

검사나 스파이 내시경을 통한 직접적인 담도 점막의 관찰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이러한 다양한 내시경적 시술을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췌장담도내시경”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태스크 포스 팀에서 여러 차례 논의 및 회원 공청 등을 

거쳐 췌장담도학회에서 인증하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췌장담도내시경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의를  인증하는  의미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명명하게 되었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라 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격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  “췌장담도내시경 ”이라  함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과  경피경간담도경검사  등 

내시경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계의 진단 및 치료술을 

말한다.

제3조 (의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은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대한췌장담도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조직 및 기능)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질관리위원회

(1) 자격질관리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 

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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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수련)

1 .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수련의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자격질관리위원회가 

심사한다.

(2)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신청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 150건 이상을 이수한 자.

(4) 상기 (1), (2), (3)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제도  시행  전  수련을  받은  회원들은  3년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시행 경험과 2, 3호의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제출로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의자격증을 부여한다 

제7조 (시험)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

제8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자격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격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증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의  인증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련하도록 하였고,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을 150건 

이상을 이수해야 하도록 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시술은 

상·하부내시경 시술에 비하여 보다 술기 습득 과정이 길며 

고난이도의 시술인 점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소 2-3년의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후 ERCP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화기 전임의 2년 수련 후 인증의를 위하여는 1년의 

추가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시술 

건수가 10개 증가할 때마다 성공적 시술의 오즈비(odds ratio)가 

1.1배 증가함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3 시행 건수가 많아지면 

선택 삽관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ERCP 숙련도를 위한 건수로 

200예를 제시하고 있지만,4 우리나라에서는 ERCP 시술 건수가 

연간 200예를 넘는 병원이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술자로 150건을 이수하도록 정하였다.5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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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수련을 받은 회원들은 3년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시행  경험 ,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 150건 이상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를 말한다.

4. “자격질관리위원회”라 함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지도전문의 자격요건)

지도전문의는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서 다음의 3 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대학병원에서 췌장담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인 회원.

2. 주시술자로서 최근 5년간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건수가 

1000 건 이상인 회원.

3. 주시술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

제4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병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질관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췌장담도 

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연간 200례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육지도자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의 

수: 1명 이상

  (2) 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

  (3) 검사시설: 

 가) 복부 초음파,

 나) 컴퓨터단층촬영, 

 다) 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 

 라)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마) 내시경초음파 (권장)

  (4) 단, 제 5조 2항 (3) 검사시설 중 내시경초음파 (권장)은 

3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6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수련병원의 심사)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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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련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수련의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9조 (보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 중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췌장담도내시경 수련병원에서 1인 이상의 지도전문의 하에서 

3년 이상의 규정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의의 수련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1인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지도전문의와 함께 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 수련병원의 지정이 필요하다. 본 

규정에서  지도전문의의  자격요건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서 췌장담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회원이거나, 주시술자로서 최근 

5년간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건수가 1,000 건 이상인 회원 

이거나, 주시술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으로 정하였다.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연간 200예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이어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련병원이 복부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 ERCP, EUS (3년의 유예 기간) 검사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수련의에게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련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련병원 및 지도전문의 지정에 따른 병원 

간의 이해관계와 회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E R C P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와  수련병원  대부분이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제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신청서 (별지 제1호)

2. 지도전문의 추천서 2부 (별지 제2호)

  (1) 지원자가 수련을 받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1인의 

추천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수련증명서 (별지 제3호)

4. 연수점수 기록지 (별지 제4호)

(1) 기록된 연수점수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발표 논문은 대한췌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r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인정한다.

5. 수련기록부 (별제 제5호): 별도로 지정된 엑셀파일에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의무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캡쳐  혹은 

출력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6.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제3조 (서류의 심사)

제출된  서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질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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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신청할 때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신청서, 지도전문의 추천서, 수련증명서, 연수점수 

기록지 ,  수련기록부 ,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  받아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자가 

수련을 받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1인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전문의가 1인인 

병원에서는 췌장담도지회 지회장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지회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4.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 

감독하에 학술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췌장담도학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췌장담도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 (평점 교부)

이사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 교육종류 및 점수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학술대회 (1점)

 가) 대한췌장담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나)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가) ERCP/EUS Live

 나) 대한췌장담도학회 영리더스캠프

  (3) 대한췌장담도학회 집담회 (0.5점)

  (4)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2. 발표  - ERCP/EUS Live의  시연자  혹은  집담회의 

증례발표자에게는 평점 0.5점을 추가 부여한다

3. 논문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췌담도학회지 및 Gut 

& Liver에 게재된 증례 및 원저가 인정되며, 주저자는 

1편당 1점, 공동저자는 1편당 0.5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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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종류 및 

점수와  관련  학술지  논문의  평점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수교육은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와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 대회 및 

연수강좌와 연관 학술지의 논문을 인정하였다. 평점 인정 및 

산정 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 점, ERCP/EUS Live 및 영리더스캠프는 각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집담회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0.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추가로 

ERCP/EUS Live 시연자 혹은 집담회 증례 발표자에게 평점 

0.5점을 부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본 학회 주관 학술지인 대한췌담도학회지 및 Gut & 

Liver에 게재된 증례 및 원저만을 인정하여, 주저자는 1편당 1점, 

공동저자는 1편당 0.5점을 부여하였다.

5.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연간 25회 이상의 ERCP (5년에 125회 이상)를 

시행하면서, 지난 5년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하기 제4조에 의거한 평점을 최소 5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단 ,  해외  연수 ,  병가 ,  휴직 

(임신/출산 포함)와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면제)

만 60세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 서류제출의 의무를 면제하며, 이전 인증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이사장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5조 (평점 취득)

인정 항목 교육 종류 점수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춘계학술대회 1점

추계학술대회 1점

학술집담회 0.5점  
(발표자는 1점)

췌장담도학회 
영리더스캠프

0.5점

ERCP/EUS Live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학술대회 또는 
학술집담회

0.5점

대한췌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r에 
논문 개재 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1편당 1점
공저자 – 1편당 

0.5점

제6조 (서류 제출)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점수기록지 (별지 제3호)

2. 이수평점증명서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하거나 

학회로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제출)

3. 대한췌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 제출 논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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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간 시술 건수를 증명할 명단 제출 (별지 제4호에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각  기관별  정보전산자료를 

출력해서 제출) 

제7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은 상실한다.

1.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자격 회복 계획을 1년 전 미리 

공고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자격 회복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5점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2. 자격 회복의 시기와 주기는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제8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인증의는 연간 25회 이상의 ERCP (5년에 125회 

이상)를 시행 중이며, 대한췌장담도학회에 기준에 의거하여 

5년 간 최소 5점 이상 평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해외 연수, 병가, 휴직(임신/출산 

포함)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1 년에 25회 이상의 ERCP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ERCP 건수가 1년에 25개 미만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하여 시술 실패율이 높으며,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정하였다 . 6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은 상실되도록 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결 론

췌장담도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분야의 학문과 의료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데 

꼭 필요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 및 유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임상의사들의 ERCP 시술의 성공률 향상과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제공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내시경 시술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며,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상대적으로 

높고 치명적이다. ERCP는 일반내시경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기술적 난이도의 체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훨씬 많은 

수련 교육 기간 및 집중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검사를 통해 자격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고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시행을 위해 정책질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에서 개발한 세부 

규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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