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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 상부

위장관 내시경의 기술에 대한 요구도가 최근 더 크게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내시경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증가

하고 있고 개원가에서뿐만 아니라 수련 병원에서의 가정의

학과 의사들의 위내시경에 대한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역할뿐만 아니

라 실제로 여러 병원의 외래에서도 많은 환자들에게 위내시경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내시경이 소화기 내과 의

사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된 과거와는 달리 일차의료를 담당하

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진단적인 방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실제와

는 다르게 아직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위내시경 교육

이 생각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Chun 등1)

이 연구한 논문에서도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상부 위장관 내시

경에 대한 교육 기간과 직접 실시 수행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

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추후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학회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공

의를 위한 위내시경 세미나는 매번 많은 전공의들의 참여로 

좋은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세미나와 비교해 

볼 때 전공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박기흠 등이 연구한 논문(Minimal number of EGDs for 

achieving technical skill)에서도 전공의들의 내시경에 대한 열의

가 상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숙련

에 필요한 부분의 충분한 기간과 대상자수가 많이 모자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위내시경을 초기 50개 

정도는 해야 한다는 과거의 통념을 실제적으로 수련중인 전공

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초기 30개까지 80%의 성공률을 보

였고, 50개에서 88%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대략 기

술적으로 위내시경을 성공적으로 할 비율을 약 90%로 보고하

였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자들과 일개 병원에 국

한하여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병원 별로 다른 수련 과정

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정의학

과 전공의들이 꼭 알아야 할 위내시경 수련에 대한 기초 자료

로써 중요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연구라 하겠다. 2008년 본 

학회의 내시경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내시경을 실시하

는 회원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기본 과

정과 고급 과정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과정에는 이론 교육 30평점, 실기지도의사 감독 

아래 위내시경 관찰 200건 이상, 실기지도의사 감독 아래 위내

시경 실시 30건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급과정에서는 기

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고급과정의 이론교육 12점, 위내

시경 실시 150건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

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을 동시에 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다. 그러나 수련 병원들 사이에는 아직 이렇다 할 통합된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이고 병원들마다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수련의들의 높은 요구도를 만족할만한 좋

은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회에서 정기적으

로 하는 내시경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전공의

들의 참여로 좀 더 표준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매년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진 세미나로 전공의들의 요구도를 만족시

키고 나아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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