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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Educate and Train Our Residents/ 
Fellows in HBP Division ?

한양 학교 의과 학

박      훤      겸

Panel Discussion

분 과 수 련 내 용 기 

간담췌외과 수련 기간  총 진료 환자 수

교육내용

(1) 수술 집도  보조  50  이상

간 제술, 담도 제  담도장문합술, 췌장 제술, 간췌이식의 공여자  

수혜자 수술, 비장 제술을 비롯한 shunt 수술 등.

(권고사항)

① 악성종양 10  이상

② 복강경 담낭 제술 30  이상

(2)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간, 담도, 췌장  이식환자 50명 이상)

(3) 외래 환자 200명 이상

→ 응 실 환자를 외래 개념에 포함하여 100명 이상

(1) 간담췌외과세부분과 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문지식

(2) 간담췌외과세부분과 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문 인 문진, 진찰

(3) 문검사의 결과 독능력

(4) 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독능력

(5) 인성교육 

분 과 수련병원 지정기

간담췌외과 1) 교육지도자 수: 1명 이상

2) 병상 수: 3차 의료기  는 분과 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

3) 시설: 필수: 외과 용 수술실

외과 용 복강경수술실

외과 용 수술실 음  설비

상부소화 내시경검사  

내시경 음  검사

내시경 역행성 담췌  조 술 

장비

복부 음  (US), CT, MRI 

촬  장비

   권장사항: 방사선동워원소 검사

치료내시경  소화  

생리 검사

4) 연 된 타과의 존재여부: 소화기내과, 

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임의 교육 목표

외과 전공의를 마치고 간담췌외과 환자에 대한 심층 

수련을 통하여 이 분야의 외과 세부 전문의로서 합당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임의 교육 과정

세부 전문의 자격 시험 및 갱신

1. 응시자격 
1) 외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외과 분

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응시자격을 부여함. 
2)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2. 갱신 자격

(1)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

청 시 대한외과학회 정회원으로 5년간 3회 이상 대한외

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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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

된 자

(3) 최근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

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

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5) 단,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

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