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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Board of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KSG) has three missions: 1) to meet the needs of KSG members, 2)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future members (fellows), and 3) to train world-class experts using latest knowledge.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Education Board’: 1) updates guidelines and provides academic information to KSG members, 2) provides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for gastroenterology fellows, and 3) offers opportunities to young gastroenterologists to participate in overseas training programs, such as the American Gastroenterology Association, Clinical Observation and Research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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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로서 대한소화기학회의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만들

론

어진 위원회이다. 초기에는 회원들에게 교육 증례를 발송하는
대한소화기학회는 1961년 창립된 이래 총무이사와 학술위

것을 주 업무로 하여 기존 회원의 교육에 집중하였고, 이후로

원회로 시작하여 학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학술위원회,

는 앞으로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이 될 소화기내과 전임의의 교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전산정보위원회,

육 과정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한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소화기외과위원회,

소화기학회의 미션이 소화기 질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하

빅데이터위원회, 기획위원회, 가이드라인위원회로 총 12개의

여 회원들이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위원회로 확대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

인재들을 소화기학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으로

양한 위원회로 세분화되면서 위원회 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미션과 업무가 중요하게 되었

어려워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다양한 업무와 새로운 사업의

다. 이제 교육위원회 발족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의 다

증가에 비하여 위원들은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양하고 세분화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연속성

만 아니라 2년간의 짧은 임기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미션, 구성, 업무를 체계적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으로 정립할 시점이다. 이번 원고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 교육

교육위원회는 2009년 48대 임원진 때 새로 만들어진 위원

위원회의 미션, 구성, 업무를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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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론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술기 모두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다.
1. 교육위원회 미션 및 구성

이에 따라,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위한 필수 교육 기

교육위원회의 미션은 1) 기존 회원의 교육, 2) 앞으로 학회

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회원이 될 전임의 교육 그리고 3)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학회

에 따른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의 재정립 및 체계화도

가 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교육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

미션은 1) 대한소화기학회 회원들의 교육 요구에 대한 부응,

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이를 국내 현실에 맞도록

2) 미래의 학회 회원들(전임의)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3) 최

수용 및 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8년 4월 대한소화기

신 지식의 교육을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전임의 교육을 위한 국제 심포지

교육이다.

엄을 개최하고 외국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활발한 토의를

대한소화기학회가 발전할수록 많은 회원들의 다양한 교육

1
진행한 것은 이런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내과 전공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과거처럼 단순히

의에 대한 복부 초음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를 통한 지식의 전파가 아닌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에

와 공조하여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

대한소화기학회의 회원이 될 우수한 인재들인 전임의의 교육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2

과 관리가 중요하다. 전임의 교육을 단순히 각각의 병원에 맡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달 상부위장관 질환, 하부위장관

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관성을 위하여 명확한 교육 목표

질환, 간 질환, 췌담도 질환의 흥미로운 증례를 회원들에게

와 과정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

이메일로 발송하는 교육 증례 발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 대한소화기학회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런데 최근에는 다른 소화기 연관 학회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육

에 보조하여 외국 소화기학회의 교육 담당자들과 교류하고 정

증례 발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슷한

기적인 심포지엄을 통하여 최신 지식을 전파하고 더 나은 교

증례를 여러 학회에서 발송하게 되면 학회 회원들의 피로도가

육을 실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증가하여 발송된 증례를 잘 읽어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중심으로 위장

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교육 증례 발송 사업은 다른 연관

관 파트 3명, 간 파트 3명, 췌담도 파트 3명으로 구성되어 있

학회와 조율하여 학회별 교육 증례의 발송 횟수를 줄이는 것

지만, 각 파트의 구성 인원은 임기마다 조금씩 조정될 수 있

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전임의

다. 현재는 소화기 연관 학회의 교육위원회와 조율 없이 별도

를 대상으로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증례를 발송하고, 연관 학

로 위원들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에서는 중요하고 좀 더 전문적인 증례를 발송할 수 있을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연관 학회에서 1-2명이 대

것 같다.

한소화기학회의 교육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더 원활한 업무 수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의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인 소화기
분과 전임의를 위하여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를 제시

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4
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내과학회 및 대한소화기학회 홈페

2. 교육위원회 업무

교육위원회의 업무는 무엇보다 학회 회원의 교육 관련 수
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서

Table 1.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 업무
1.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및 관리 업무

는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들을 위한 소화기 질환 최신 지견

1)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 및 과정 제시

업데이트, 교육 증례 발송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

2)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시험 관리(대한내과학회 내 분과전문의 관리
위원회와 연계)

야 하며, 잠재적인 소화기학회 회원인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위한 전임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분과전문의 교육 및 전임
의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

3)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대한내과학회 주관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을 위한 교육 업무
1) 교육 증례 발송 사업

어, 내과의 각 분과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

2) 소화기 질환 최신 연구 소개

지고 있다. 또한,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기초 및 임상 분야의

3)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 정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소화기 분야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

4) 외국 소화기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젊은 연구자 해외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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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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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의 시험 문항
출제와 검토 및 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임의 교육

대한소화기학회는 소화기 연관 학회의 모학회로서 중추적

목표가 분과전문의 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소화기 연관 학회와 유기적으

뿐만 아니라,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2015년도부터 자체적으

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연수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며, 미래의 학회 회원인 전임의를 위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연수 교육에서는 주로 소화기내과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화기 질환에 대한 최신 지식을

분과전문의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장관 질환, 간 질환, 췌

교육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체계적

담도 질환의 핵심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데, 주로 소화기내과

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복부

전임의 대상의 교육이지만 내과 전공의 및 개원의의 참여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 정착 및 젊은 소화기 연구자들의 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수련 전임의부터는 소화기내과

외 교육 연수 기회 제공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내과

분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내과학회 주관

분과전문의 교육 강화를 위한 소화기 분과 전임의 교육 목표

연수 교육을 2평점 이상 수강해야 하고, 소화기내과 연수 교

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육을 8평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데,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연수 교육에서는 6평점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대한내과학회 주관의 분과전문의 연수교육에서도 모든 분과
에 대한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소화기학
회(American Gastroenterology Association)와 연계하여
임상 참관 및 기초 교육(Clinical Observation and Research
Education, CORE) 프로그램에 젊은 소화기내과 연구자들
5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화

기 질환 분야의 최신 연구 소개, 기초 연구에 관심 있는 대
한소화기학회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제공 등 다
양한 업무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업무는 무엇보다 교육위원회의 미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학회 회원 및 소화기내과 전임의가 정
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교육
위원회 업무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연속성 및 장기적인 로드맵
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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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상을 요약하
면,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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