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nel Discussion

67

우리나라 간담췌외과 전임의 현황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박      일      영

Panel Discussion

외과 영역 중에서도 간담췌외과는 환자 수가 적고 술

기가 대단히 복잡하며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아서 교육 

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간담췌 전임의(fellow) 교육에 심

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세계간담췌학회(IHPBA)에서는 교

육목표(Curriculum)를 만들었고 일본 간담췌외과학회에

서도 고도전문의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 학회에서도 간담췌전임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실

정에 맞는 교육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0년 

간담췌외과 전임의 교육목표를 만들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임의 교육 실태를 알아

보기 위해 27개 병원에 설문지를 돌렸으며 그 중 17개 

병원에서 회신을 보내주었다. 이들 회신에 근거한 간담

췌외과 전임의 현황을 알아보겠다.
설문을 보낸 27개 병원은 전부 대학병원 이었으며 간

담췌외과전임의(이하 전임의)가 현재 있는 병원은 13개 

병원이었고 전임의는 각 병원에 한 명이 4곳(30%), 두 

명이 3곳(23%) 3명이 4곳(30%), 4명 이상이 2곳(15%)이
였다. 최초 전임의 선발시기는 1994년부터 2009년으로 

다양하였다. 병상규모는 500 에서 2700 병상이었다. 전
임의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대부분(88%)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간담췌외과 분야만 하는 전임의는 

69%이었고 타 분야도 교육 받는 통합 전임의 경우는 

24%이었다. 교육 기간은 1년이 3곳, 2년이 13곳으로 2년
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88%) 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목표를 보았다 하였으나 정작 전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병원은 35%밖에 되지 않았고 학습내용이나 

임상술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도 7개(41%)
병원에 불과하였다. 전임의와 수술전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방침을 토의하는 경우가 대부분(88%)이었고 수술

중, 수술후 합병증 관리 및 수술 불가능한 경우 치료 방

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전임의와 토의하였다. 그러나 전

임의 평가하는 병원은 4개(23%)에 불과하였고 평가 방

법은 학술 발표나 논문, 성품, 교육, 연구, 진료, 자세, 
태도 및 판단력등 다양하였다. 전임의 교육 담당 교수가 

있는 곳은 한곳 밖에 없었다. 타 분야 전문의와 정기적

으로 함께 회의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었으며 매주 하는 

경우가 8곳(53%)으로 가장 많았다. 전임의중에서도 분야

가 나뉘는 병원은 4곳으로 간,간이식과 췌담도로 나뉘었

다. 이식이 전임의 교육에 포함 되는 경우는 59%였다. 
복강경등 최소침습 수술은 응답자 전부에서 전임의 교

육에 필요하다 하였으나 로봇수술은 1곳에서만 포함시

키고 있었다. 전임의를 타병원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경

우는 한 곳 밖에 없었다. 지난 5년간 전임의들의 교육 

후 진로를 보면 전체 70명 중 교육받은 병원의 staff가 

된 경우는 20%, 다른 대학병원 staff이 된 경우는 36%, 
다른 종합병원 staff된 경우는 29%였으며 그 외 전임의

로 남거나, 촉탁의, 개원 및 기타가 각각 4%, 1%, 6%, 
4% 이었다. 병원들 중 외국인 장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

는 병원은 9곳(53%) 이었다. 
수술 시 전임의 역할은 대부분 술자 나 제1조수를 주

로 하였는데 병원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제1
조수를 많이 하였다. 부위에 따라 살펴보면 좌간절제술

은 술자는 0∼20개로 병원 차이가 많이 나며 제1조수로

는 5∼50예를 시행하였고 우간절제술은 술자는 0∼10개, 
제1조수는 5∼100예를 시행하였다. 해부학간절제술은 술

자는 0∼20개, 제1조수는 2∼70개정도 하였다. 쐐기절제

술은 술자 0∼30예, 제1조수 0∼30예에서 시행하였다. 
담관분야에서는 담낭절제술 술자가 10∼300, 제1조수가 

0∼100으로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이었다. 담관결석제거

술은 술자는 0∼20예, 제1조수는 0∼16예를 시행하였다. 
담관절제술은 술자 0∼30예, 제1조수 0∼50예를 시행하

였으며 최소침습수술은 술자가 0∼100, 제1조수 0∼100
예로 담도의 최소침습수술이 많이 시행되었다. 췌장수술

에서는 원위부췌장절제술이 술자 0-5예, 제1조수 0∼30
예, 위플이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술자는 0∼
20예, 제1조수 8∼120예에서 시행하였다. 췌장공장문합

술는 술자는 0∼30예, 제1조수는 0∼30예에서 시행하였

다. 췌장의 최소침습수술은 술자는 0∼5예, 제1조수는 0
∼30예로 담관 질환보다 적었다. 십이지장분야는 전반적

으로 증례수가 적었으며 비장에서는 절제술이 술자는 0
∼5예, 제1조수는 0∼10예를 시행하였다. 이식분야에서

는 공여간 절제술에서 술자는 0∼2예, 제1조수 0∼150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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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였고 수여간절제술은 술자 0∼1, 제1조수 0∼
150예를 시행하였다. 췌장이식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

다. 
그외 제안들로는 간담췌외과는 수술이 어렵고 다양하

여 많은 수술 경험이 필요하나 수술 예가 적어서 전임

의 교육이 쉽지 않으며 간담췌외과 내에서도 간이식과 

췌담도가 나뉘어 각 분야만 교육 받은 경우 이들을 간

담췌외과전임의로 교육받았다고 하여야 할지 여부와 이

런 경우 교육 받은 전임의 진로도 향후 문제가 될 것이

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토의에서 간담췌외과 전임의 교육에 대한 많은 

의견이 검토되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임의 교육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