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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om위장관내시경 삽입 기술의 노하우! 나는 이렇게 한다!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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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에서 내시경 삽입과 조작술은 10%이다. 보다 

의사다운 일이 90%이다. 병변을 찾고, 소견을 기술하고, 

진단을 붙이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다른 임상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보다 중요

하다. 대장내시경에서는 내시경 삽입과 조작술이 30%이

다. 보다 의사다운 일이 70%이다. 

위내시경 삽입술의 요체는 torque rotation과 boots con-

trol이다. 손가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크고 우아한 

동작으로 내시경을 부드럽게 조작하는 방법이다. Simula-

tor에서 큰 움직임을 익힌 후 실제 환자에서 작은 동작을 

배우는 것이 좋다. 모형(simulator) 훈련을 하지 않고 바로 

환자에서 내시경을 시작하면 큰 동작은 하지 못하고 손가

락으로 knob를 바삐 움직이면서 검사하는 나쁜 습관을 익

히게 된다. 충분한 훈련 후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내시경 모형은 아산병

원 이진혁 교수님께서 개발하여 애니매디솔류션에서 판

매하고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트레이닝 시스템(EGD 

Method Training system)과 일본 Koken사에서 나온 EGD 

simulator LM-103이 있다. 삼성서울병원(Fig. 1)에서는 두 

모델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Koken 

Fig. 1.   삼성서울병원 내시경 훈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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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or를 활용한 내시경 훈련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모형 훈련을 위해서는 마치 군의 유격훈련처

럼 구령에 따른 절도 있는 동작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

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본 훈련

1. 내시경 잡는 법

2. Knob 조작법 (up, 최대한 up, down, 좌우)

3. Torque rotation

4. 10 cm 밀면서 boots up → 10 cm 빼면서 boots down

위의 관찰

5. Cardia 예쁜 그림 (45 cm, fold 11시 방향) 

6.   10 cm 전진하면서 부츠 up하여 polyp (55 cm, fold 6시 

방향)

7. 10 cm 밀면서 하나 둘 up하여 angle (65 cm)

8. 부츠 떨궈 

9. 당겨 

10. 돌려 

11. 반대로 돌려 

12. 밀어서 angle level 

13. 부츠 올려서 angle horizontal 

14. Release and back 

15. 떨구면서 나와 (knob는 down, left) 

16. Up and twist 

17. Up 풀고 twist 풀고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