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규모의 내시경 핸즈온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구축 제안

내시경학회 회원 이준행



내용

• Simulation training first

• 사례 검토

• 공간

• Simulator

• 전국 규모의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Simulation training first

• 가능하면 모든 내시경 술기를 simulator에서 훈

련한 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삼성서울병원에서 수 년 간 나름대로 프로그램

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산병원에서는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imulator를 자체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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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윤영훈 교수님 시술 x7



사례 검토



Roy Soetikno. Gastroenterology 2020



미국에서는 뭐든지 폼나게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합니다.



내시경학회의 기존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

•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 Tutor의 교수법이 통일되지 못함

• Random한 행사 일정

• 짧은 훈련 시간

• 평가와 인증 프로그램이 없음



공간



내시경학회 자체 training room

•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

• 내시경은 donation을 받고 simulator는 구입

• Certified tutor에 의한 교육

• 예약제로 운영



송도 올림푸스 K-TEC



지역 방문 프로그램도 고려



창고



창고 (정리 후)



소규모 훈련, 충분한 훈련



Simulator



Koken simulator



Anymedi simulator (이진혁 교수님)



메디컬아이피 제품



전국 규모의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 50개 병원 중 24곳에서 simulator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습니다.

• 아산병원에서 멋진 simulator를 개발하였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입니

다.

• 삼성병원에서도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 OSCE에 익숙한 의사들이 내시경을 시작하고 있습니

다. 



현실적인 목표

• 내시경학회가 자체적으로 강력하고 혁신적인 교

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확립한다.   

• 이를 위하여 아산병원 이진혁 교수님의 프로그

램을 backbone으로 활용한다. 

• 삼성병원의 별도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참고한

다.



To do list

• 프로그램 확립: 아산병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편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안을 마련

• 장소와 도구 확보: 내시경 학회 자체의 공간 혹은

Olympus 송도 K-TEC

• Tutor 발굴: Tutor training program을 통하여 표준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tutor 군을 양성하고 이들

을 통하여 표준 교육법을 널리 전파

• 적절한 시점에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



BOXIM 훈련 3시간 전공의의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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