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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RTICLE

전임의 교육 및 수련을 위한 수련기관과 학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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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for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GI
Fellows
Jeong Hoon Lee1,2
On behalf of Education Board of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1;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2, Seoul, Korea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GI fellows are crucial issues for the training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Current circumstances
about GI fellows are changing rapidly according to shortage of training period of the internal medicine residency program and growing
up of multimedia and web-based education system. Recently, the education board of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revised the
educational objectives considering 2 years program of GI fellows. We also need to develop a concrete education program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training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All of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with the goal of making a good gastroenterologist, not just making an endoscopist. (Korean J Gastroenterol 2021;77: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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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은 소화기학의 모학회인 대한소화

론

1. 현 소화기전임의 현황

기학회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

점차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문화되는 한국의 시대 변화에

다. 교육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변하

따라 소화기내과 전임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

는 사회상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소화기학회는 교육위

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과 수련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것이

원회를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및 수련을 위해 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전공의 4년제

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본고에서는 최근 변화된 전임의 교육

기간 중 일부 시행되던 분과별 교육이 3년제에서는 어려워졌

목표, 소화기내과 전임의 2년 과정을 중심으로 수련기관과 더

다. 이에 따라 전임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불어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소화기내과 분과 전임의 및 내과 전공의 현황에서 확인된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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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타 수련기관과의 균등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쉽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용이하여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소화기 전임의 2년 과정

현재 많은 수련기관에서 소화기 전임의 과정을 2년까지 운
용하고 있으나, 1년차만 운영하는 경우도 2017년 조사에서는
51%에 달하였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2년차 과정까지 운
영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력과 2년차 과정의 이점이 없어
1년만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소화기
Fig. 1. Annual status of resid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GI fellows
in Korea.

각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내시경 술기 습득에 급급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 수준의
저하 및 나아가서는 소화기 전문의 위상까지 격하되는 문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은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필수적이나

발생이 예상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 질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현재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취득 현황은 1년차 전임의 대

한다. 과거의 도제식 교육은 요즘과 같은 유튜브와 애플리케

비 30% 정도로, 2년차 전임의 과정 후 분과전문의 자격까지

이션으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 인터넷의 시대에 이전과 같은

연결되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비

절대적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설사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견한 예로 내시경 전문의 제도는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다수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우

이는 경제적 요소가 고려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과

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소화기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내 타 분과의 경우 분과전문의 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이

며, 이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

있다. 감염내과는 감염관리료, 혈액종양내과는 암관리료, 내

이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우리나라 소화기 관련 학회들의 모학

분비내과의 경우 호르몬 기능 검사 판독료가 책정되어 있는

회로서 일찍이 전임의 교육 및 수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데, 소화기내과도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추
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소화기학회 및 관련 학

2. 전임의 교육 목표

회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과 고민이 필요

대한소화기학회에는 전임의 교육 목표가 있으며, 2019년에

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소화기 분과전문의 제도 안착은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정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소화기내과 의사를 양성

의 일환으로 2018년 4월에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소화기 교육 체계를 검토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소화기 분과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내과 내 타 분과와의 지속

각국의 소화기 교육은 자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들이었으

적 협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각 수련기관에서도 이러한 방향

며, 이를 참조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임의 교육 목표를

성을 인지하고 학회의 교육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권장

개정할 수 있었다.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필수교육과

한다.

정 5가지(진료, 내시경, 컨퍼런스, 연구, 교육)를 제시하였다.
전임의 과정을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여 표준교육프로그램

4.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 및 평가 기준을 각각 적시하였

교육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일반적 교육 목표와 더불어 상부위장관, 하부위장

다. 최신 지견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소화기

관, 간, 췌장담도, 내시경, 복부초음파 분야별로 상세한 교육

학 지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평가의 도구로 삼

목표를 필수와 권장으로 나누어 각각 기술하였다.

을 수 있어야한다. 지속적 의학 교육(continuous medical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학회의 교육 목표가 모두 활용되는

education, CME)의 제도화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것 같지는 않다. 2017년에 학회에서 36개 수련기관에 대해

2017년 수련기관 설문조사에서 78%의 기관은 전임의 수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대한소화기학회의 전임의 교

종료 후 지속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육목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였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에 맞추어 수준별로 모듈화 되어 구성이

는 71% 정도로 조사되었다. 새로 개선된 학회 학습목표를 잘

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은 소화기 관련 학회의 도움을 받을

Vol. 77 No. 5, May 2021

216

이정훈. 전임의 교육 및 수련을 위한 수련기관과 학회의 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학술대회는 교육 부분과 최신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기 전임의 교

연구 발표로 구분하여 운영이 된다면 보다 통합적 관리가 용

육 과정의 2년제 정착은 내부 및 외부의 요구임을 인식해야

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며, 잘 정비된 제도화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제도의 안착도 중요하다. 의사의 길에 연구와 진

결

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비단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제학회와 수련기관이
변화되는 사회상과 새롭게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길을 걷는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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