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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을 활용한 내시경 교육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윤준영1, 이경민1, 장석영1, 이혜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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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Made by Recycled Materials Could Be a
Useful Tool of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
Junyoung Yoon1, Kyung Min Lee1, Seok Young Jang1, Hyejin Lee2,*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1

Backgroun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is becoming a common technique used by primary care physicians, so appropriate education using a
dummy is beneficial for the trainees. However, because dummies are expensive, only a few hospitals have dumm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a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created using recycled materials can be useful in endoscopic education.
Methods: The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was prepared using materials that were readily available around u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family medicine trainees for 60 minutes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ll conversation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fter they provided informed consent.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Results: Family medicine trainees believe that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training is essential for primary care physicians and can be helpful in
their job after training. However,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endoscopic complications and difficulty in endoscopy operation. All
of them said that the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helped reduce their fear and also helped them become familiar with
anatomic positions. The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also aroused their interest and motivated them to learn.
Conclusion: Overall, the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imulator seemed helpful for trainees of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The
use of a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imulator could be considered in training hospitals that do not have enough financial resources.
Further quantitative studies are needed to generate further evidence.
Keywords: Endoscopy; Endoscopic Simulator; Endoscopic Training; Focus Group

보며 점점 필요가 증가하여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

서론

회는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상부위장관내시경은 상부위장관 질환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40세부터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한 위암 조기검
1)

진을 권고하고 있다.2) 과거 상부위장관내시경은 종합병원에서만 하
3)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 중 약 90%는
상부위장관내시경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4)
상부위장관내시경은 내시경 술기, 병변 식별능력, 올바른 임상적

였으나, 현재는 일차 의료기관에서도 검진 및 흔한 소화기 질환을

인 결정이 모두 중요하다.5,6) 그 중 전공의는 상부위장관내시경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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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찰, 조직검사, 출혈 등 합병증의 관리 등 술기에 대한 부담이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에 관한

크다. 실제로 81.5%의 전공의가 수련 후 추가 상부위장관내시경 교

서면설명지를 제공 후 동의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수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7)

항목들에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은 술기 측면을 강

No. B-1905-543-302).

8,9)

화할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박스 시뮬레이터(box simulator)는 기본적인 상부위

2. 연구 방법

10,11)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주제는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몇몇 병원에서는 박스 시뮬레이터나 고가의 내시경 시뮬레이터 센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을 활용한 내시경 교육과 관련된 내용

터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화된 시뮬레이터는

이었으며12) 반 -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60 분간 진행되었다

고가로 개인이나 모든 수련병원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Supplement 1). 인터뷰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독립된 공간에서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주변에서 저렴하게 구할

루어졌으며 대상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 후에 필사해 저장하였다.

장관내시경 술기를 훈련시키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수 있는 재료들과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간이 상부위장관내

포커스 그룹은 실제 상부위장관내시경 시술 이전에 상부위장관
내시경 모형을 사용하여 연습한 그룹과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

시경 모형이 내시경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
구 대상자들이 친분이 있는 그룹으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방법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

1. 연구 디자인 및 대상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수련기간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을 받

(Figure 1)은 해부도와 상용 시뮬레이터(Model LM022; Koken Co.,

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42명 중 모형을 사용한 24명을 대상으로 그룹

Ltd., Tokyo, Japan)의 사진을 참고하여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게 제작

당 2–3명을 목표로 총 5명이 모집될 때까지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

하였다. 위는 세제통을 칼로 오려낸 뒤 점막의 질감과 색감을 내기

로 5명을 모집하였다.

위하여 분홍색 고무장갑을 통 내부에 부착하였다. 고무장갑의 긴

연구 대상자 모집, 동의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보다 하급자인 연구

주름은 위대만 주름 재현에 사용하였다. 식도는 호스를 이용하여

자가 개별적으로 대면 및 전화, 문자로 접촉하여 연구에 대한 참여

만들고 세제통과 연결 시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사용하여 위-

A

B

C

D

E

Figure 1. (A) Exterior appearance of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B–E) Inner part of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B) lower esophagus, gastro-esophageal junction, (C) gastric fold of great curvature, (D) gastric antrum, (E) lesser curvature.

Korean J Fam Pract. 2020;10(4):292-297

www.kjfp.or.kr

293

KJFP

Junyoung Yoon, et al.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ic Simulator as a Tool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식도접합부를 재현하였다. 각 연결 부위의 접착에는 글루건을 이용

1)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의 필요성

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상부위장관내시경 교육이 구직에 필수요소이므
로 수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자료 분석

“검진 쪽에서 활동을 하려면 상부위장관내시경 교육은 필수적이

자료 분석은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적 분석은 연구 대
상자의 선정, 자료 분석 및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A)

불가피하므로 분석 과정에서 일관성, 일치성 및 근거를 확보하기 위
해 체계적이고, 순서가 있고 검증가능하며, 연속적인 분석 과정을
13,14)

또한, 직접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하지 않더라도 소화기 질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Van Kaam 의 분석 방법
15)

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녹음 후 반복적으로 들

“결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으며 필사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원시자료를 반

하면 내시경 설명과 판독의 능력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시

복하여 읽고 분류하여 각각의 진술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그룹화하

경 교육은 필요하다.” (B)

여 부주제(sub-theme)를 도출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부주제들을
묶어 주제(main theme)를 추출하였다.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내시경을 하
면 진단도 하고 치료까지 가능하니 의미가 있다.” (C)
“내시경을 하지 않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하다.”

주화하고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자 및 교신
저자가 독립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D)
“내시경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환자한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료 분석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분석을 반
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다.” (E)

결과

2)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 시 어려움

대상자 모두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였
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 총 5명(A–E)이 참여하였다. 모두 가정의

Table 2. Extracted categories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

학과 전공의로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 전 모형을 사용해 본 사람이

3명, 수련 후 사용한 사람이 2명이었다(Table 1).
2. 주요 주제

인터뷰를 통하여 1)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의 필요성, 2) 상부위
장관내시경 수련 시 어려움, 3)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의 사용의 긍정적 측면, 4) 상부위장관
내시경 수련의 개선점, 네 가지 범주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Main theme

Sub-theme

Necessity of upper endoscopic
training

Ease of finding a job

Difficulty in upper endoscopic
training

Concerns and fears

Positive aspect of using the simplified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imulator made by recycled
materials

Identify anatomical structures

Improvement of upper endoscopic
training

Education system

Essential item in care
Problems with skill
Acquisition of endoscopic manipulation
Interesting inducement
Periodic continuity
Educator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

A

B

C

D

E

When to use the simulator

Before training

Before training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After training

Resident year of the first endoscopy

2

2

2

3

3

Number of upper GI endoscopy cases

60 case

100 case

50 case

80 case

70 case

Future career planning

Military doctor
(Undetermined)

Fellow

Salaried employment
(HPC)

Fellow

Salaried employment
(HPC)

A–E: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GI, gastrointestinal; HPC, health promo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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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련 전에는 술기 실패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
었다.

“병변을 놓칠 까봐 걱정되었다.” (A)
“내시경을 하다가 상처를 낼까 봐 걱정되고 오래 걸리니까 환자가
힘들 것 같아 망설여졌다.” (B)
“목에서 피가 나면 죄책감도 생기고, 삽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부
담이 되었다.” (C)
“의료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었다.” (D)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내시경을 중단했다가 다시 할 때 모형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쉬었을 때의 갭을 채워 줄 수 있다.” (A)
4)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의 개선점

대상자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시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수련 환경 개선점을 시스템적인 측면과 교육자 측면에서 제시하였
다.
시스템 측면에서 3년의 전공의 수련기간 중 내시경 수련이 2–4개
월로 짧고 병원마다 수련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정의학
회 차원에서 표준 내시경 교육법을 정립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실습,

상부위장관내시경 경험 후에 두려움은 줄었으나, 내시경 조작이

병변 판독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하였다.

“내시경 수련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각 내시경 배울 수 있는 파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해보니) 시야 확보가 큰 벽으로 남았다.”
(A)

견지마다 동등한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B)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내시경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처음 삽입을 했는데 시야확보가 안되어 그때부터 당황했다.” (B)

고, 핸즈온 코스도 드물다. 학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

“중심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고 당황스러웠다. 내시경 줄이 처져

를 만들어주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했으면 좋겠다.” (D)

서 내시경 줄이 짧게 느껴졌으며 왼손 조작이 쉽지 않았고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것도 쉽지 않아 어려웠다.” (C)
3)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
사용의 긍정적 측면

“병변을 보면 생검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 병변을 보는 법에 대
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다.” (E)
교육자 측면에서 교육자마다 교육 방식이 달랐으며, 따라서 피교
육자가 흥미를 느끼는 정도, 안정감을 갖는 정도도 달랐다.

모형의 긍정적 측면은 모든 대상자가 유사하게 기술하였다. 고정
되어 있는 모형을 통해 일정한 모습을 확인하여 해부학적 구조 파
악에 도움이 되는 점, 반복 연습이 가능하여 내시경 조작법 및 숙련
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흥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긍
정적 면으로 말하였다.

“모형을 사용하면 해부학적인 요소가 머릿속에 잘 남고 모형으로

“교육하는 사람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차이가 크다.” (A)
“누가 가르치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내시경을 해볼 수 있는 환경
이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 (C)

고찰

내시경 연습을 하면 재미가 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넘기면 성
취감을 느낌으로써 만족감이 높아진다.” (A)
“일정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준다, 고정되어 있어서 생각한 곳
을 찾아가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B)
“화면으로 보는 곳이 실제로 어디 위치인지 외부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서 감을 익힐 수 있었다.” (E)
“센터를 잡는 연습과 토크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 (C)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상부위장관내시경 수
련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단히 재활용품
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모형은 보다 흥미롭게 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내시경 조작을 익히고, 분절된 수련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시경 수련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표준화된 내시경 교육
시스템의 정립 및 지속적인 교육, 내시경 교육자의 자질 향상과 표

또한 대상자들은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상부위장관내시경을 1달씩

2–4개월에 걸쳐 분절적으로 배웠는데,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분절된
수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전의 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Korean J Fam Pract. 2020;10(4):292-297

준화 등이 있었다.
내시경 시뮬레이터는 수련이 필요한 의사들의 초기 실력을 향상
시키는 좋은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11) 최근 연구들에서 상부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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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숙련도가 향상되었으며16) 내시
17)

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은 재정이 충분하지

경 완료율이 높고 도움을 적게 필요로 하였다. 직육면체 플라스틱

않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에 활용 가능한

밀폐 용기를 사용하여 생검 연습을 위한 간이 시뮬레이터를 만든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우에도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 내시경
생검 훈련에 유용함을 증명하였다.18)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다른 연

요약

구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
관내시경 모형이 해부학적 구조를 익히고 내시경 조작법을 학습하

연구배경: 상부위장관내시경은 일차 의료인에게 필수적이며 모형을

는데 도움을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한 적절한 교육 시 수련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또한 시뮬레이터는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전 연구

나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만 모형을 사용 가능하다.

에서 척추천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경우 전공의 1년차는 불안감이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

감소하였지만 2–4년차 전공의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9) 따라

내시경 모형이 상부위장관 수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

서 초심자의 불안감소에 도움이 되며,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인

다.

초심자들이 불안감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여 초기 수련에 유용성

방법: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형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으며 상부위장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학교육은 임상적 완성도를 높여 환자 안전

관내시경 경험이 있는 수련의 5명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에도 기여 가능하다.20)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은

시행한 경우 경미하지만 부작용의 빈도가 높게 보고되었다.21) 간단

녹음하여 필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

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은 숙련

였다.

도 향상을 통해 의료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가정의학과 수련의들은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이 필수적이

효과적인 내시경 수련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

며, 수련 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

육자 양성도 필요하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화된 커리큘럼의

부분 상부위장관내시경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으며,

22)

유익함이 알려져 있으며, 교육 친화적인 환경, 수련자를 존중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 조작을 어려워하였다. 수련의들은 간단히 재활

쉽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 내시경 수행 시 감독과 적절한 개입이

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이 두려움을 줄

23)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학회차원에서 표

여주고, 해부학적으로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며, 흥미를 유발하여

준화된 프로그램과 교육자 양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배우는 동기유발 면에서도 좋았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가의 상부위장관내시경 시뮬레이터 대신 어

결론: 간단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디에서나 조달 가능한 재료로 저렴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이

모형은 수련의의 상부위장관내시경 수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

된다. 따라서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기 힘든 수련 병원에서는 이러한

며 모형 제작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사진으로 필요 시에 누구나 구

상부위장관내시경 모형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향후에 양적

현 가능하다. 또한 내시경 수련 시에 느끼는 감정, 어려움 등 정량적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할 수 있

연구에서는 측정이 어려운 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을 것이다.

그러나 정성적 연구이므로 인터뷰에 동의한 대상자와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간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개 병원에서 수

중심단어: 내시경; 내시경 시뮬레이터; 내시경 교육; 포커스 그룹

련을 받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학과 수련 전공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향후 병원별, 지역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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