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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practitioners’ awareness 
and attitudes about acupuncture clinical study toward evidence based medicine (EBM).
Methods : We conducted two surveys before and after the workshop. First survey, about th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EBM was carried out with questionnaire. Second survey, about their changes in the 
attitudes toward EBM after the workshop was carried out with on-line questionnaire.
Results : 70.0 % of respondents shows interest in the trends of clinical research. In contrast, 26.0 % of 
respondents used to search papers by themselves. 30.3 %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apply the 
result of researches to their practice. 41.0 % of respondents thought that case study is needed for their 
practice, whereas 29.5 % responded tha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s most important.
In the second survey, the attitudes toward EBM were changes positive. fair number of respondents usually 
get information from data regardless of EBM for their practice, but 23.5 % of respondents refer to the 
journals.
Conclusions : The awareness and needs for education on the attendees toward EBM is quite high, and the 
effect of education is possibly influential. We expect the improvement on the refresher and the extension of 
education course for practitioners, and undergraduate curriculum.
Key words : Evidence based medicine (EBM), Surve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EBM 
awareness, Clinical Research Workshop

Ⅰ. 서 론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하 EBM)

은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의 Guyatt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피시술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

여 시술하는 것
1)
으로 1991년 처음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EBM은 증례연구,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등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모아 통합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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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과정과 더불어, 통합된 근거를 다시 임상의

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임상 현장

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는 임상 일선

에 있는 의사들이 EBM을 수용하고 근거에 기반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EBM의 궁극적

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의사들의 EBM에 대한 인

식 조사
2)
와, 최신의 근거를 임상의들에게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수단
3)

및 임상진료의 근거수준을 평

가하는 방법
4)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근거중심의료

의 활성화를 위한 의학정보와 지침개발’
5)
과 같은

정부 주도 과제나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6)

등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한의학의 침구치료 분야에서도 EBM의 중요성

이 대두되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가 증가하고 있

다.
7)

그러나 이등
8)
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RCT의

질이 낮으며 향후 다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침구 임상연구의 표준 연구 방법이 업데이트 되어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9)
. 최근에는 병원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교육

도 실시되고 있으며
10)
2011년부터는 한의사 보수교

육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워크샵과 정보 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신 침구 임상연구 결과 등

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연구 결과가

얼마나 임상 한의사에게 전달이 되며, 실제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으며

또한 EBM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침구 임상연구
11)
와 안면 홍조

증에 대한 김 등의 침구 임상연구
12)

결과를 발표한

워크샵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한의

사들의 EBM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설문 조사 방법

설문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은 ‘한의

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

크샵’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설문은

워크샵 직후, 2차 설문은 워크샵 종료후 1개월 후

에 실시되었다.

설문 방법은 1차는 설문지에 수기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2차는 E-mail을 통해 실시되었다.

2. 설문 조사 항목의 구성

1차 설문은 총 13(2개 하위문항 포함)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 설문은 총 11(6개 하위문항 포

함)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 설문은 현재 임상에서의 EBM에 관한 인식

도 및 태도에 대한 설문과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항목으로 구성 하였으며 2차 설문은 워크샵을 통

해 습득된 지식이 EBM에 관련된 인식도 및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Hayward 등
13)
의

연구에 이용된 근거 중심 의학적 정보 출처 및 그

영향력에 대한 문항을 한의계의 상황에 맞게 수정

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현재 EBM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McColl 등
13)
의 연구에 이용된 질문을 이용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입력 및 통계 처리

설문은 Double-entry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력하

였으며 Microsoft Excel 2010(Microsoft, USA)과

SPSS 18.0(SPSS KOREA, 한국)을 이용해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1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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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조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직후 교육 참가자 5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3장으

로 8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7명(39.5%), 40대

(30.2%), 20대(2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

대 이상은 3명에 불과하여 비교적 청장년층의 한

의사에서 참여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임상경력별 응답현황은 ‘10년 미만’이 30명(69.8%)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각각 5명(11.6%), ‘30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최종학력은 학사 18명(41.9%) 및 박사

17명(39.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석사 3명

(7%), 석사재학 3명(7%), 박사재학 1명(2.3%) 순

이었다.

병원수련여부에 대한 응답현황은 ‘하지 않음’이

27명(6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의’가 8명(18.6%),

전문수련의 재직 중인 참가자가 3명(7.0%), 인턴만

수료한 참가자가 2명(4.7%)로 나타났다(Table 1).

구분
응답자
(명)

비율
(%)

성별

남자 31 72.1

여자 10 23.3

무응답 2 4.7

연령대

20대 9 20.9

30대 17 39.5

40대 13 30.2

50대 3 7.0

무응답 1 2.3

임상경력

10년 미만 30 69.8

10년~ 20년 5 11.6

20년 ~ 30년 5 11.6

30년 이상 1 2.3

무응답 2 4.7

최종학력

학사 18 41.9

석사재학 3 7.0

석사 3 7.0

박사재학 1 2.3

박사 17 39.5

무응답 1 2.3

병원수련여부

하지 않음 27 62.8

일반 수련의 수료 2 4.7

전문 수련의 재직 3 7.0

전문의 8 18.6

무응답 3 7.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

현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

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23.3%(10명)

가 ‘매우 그렇다’, 46.5%(20명)가 ‘그렇다’고 대답하

였고, 20.9%(9명)가 ‘보통이다’, 7.0%(3명)가 ‘그렇

지 않다’, 2.3%(1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

여 70%의 응답자가 최신 임상연구 동향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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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nterest of respondents about the 
newest clinical research.

3) 임상연구 논문 검색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검색 하는지를 묻는 질문

에는 ‘그렇지 않다’가 34.9%(15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18.6%(8명), ‘보통이다’가 23.3%(10명),

‘매우 그렇지 않았다’가 16.3%(7명), ‘매우 그렇다’

가 7.0%(3명) 순으로 나타나 26%의 응답자만이

임상연구 경향에 대해 직접 논문을 검색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Fig. 2).

Fig. 2.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earch  
the clinical research paper.

(1) 임상연구 논문을 검색하지 않는 이유

임상연구 논문의 검색에 대해 ‘그렇지 않다’ 또

는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답변을 선택한 응

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복수응답 허용) 평

균 1.4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검색

방법에 대한 무지’가 33.3%(11회)으로 가장 많았

다. 이외에 ‘(논문을 검색할) 시간적 여유 부재’가

24.2%(8회), ‘논문 결과에 대한 불신’이 15.2%(5

회), ‘언어적 문제’가 12.1%(4회) 로 확인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특정 질환에 대한 관심 부족’, ‘미

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해서’ 등

이 있었다(Fig. 3).

Fig. 3. The reason why negative respondents do 
not search  the clinical research paper.

4) 임상연구 치료기술 진료 반영도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 진료

에 반영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

렇지 않다’가 39.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통이다’가 27.9%(12명), ‘그렇다’가 25.6%(11명),

‘매우 그렇다’가 4.7%(2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1명) 순으로 나타나 30.3%가 임상연구에 사

용된 치료기술을 진료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 하

였다(Fig. 4).

Fig. 4.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use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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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연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반영

하기 힘든 이유

임상연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반영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복수 응답 허용) 평균 1.1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

며 그 이유로는 76.2% (16명)가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응답 하였다. 9.5%(2명)는 ‘선혈의 한

의학적인 이유가 기재돼있지 않아서’를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의학적 성과를 논한 경우를 보지

못해서’ 등이 있었다. ‘논문에 침 치료 수기법이 기

록돼있지 않거나 기록돼있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아

서’와 ‘치료 빈도 또는 치료기간이 만족스럽지 않

아서’는 한 건도 선택되지 않아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간의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Fig. 5).

Fig. 5. The reason why negative respondents 
thought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is hard 
to use in practical treatment.

5) 향후 한의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

임상 한의사의 입장에서 본 향후 한의학 연구에

서 가장 필요한 연구에 대한 설문 결과복수 응답

허용) 평균 1.8개의 답변이 선택되었으며 ‘치험례

등의 증례연구’가 41.0%(32명),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가 29.5%(23명)로 임상연구가 비교적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원전 및 문헌연구’와

‘기초 실험 연구’는 각각 9.0%(7명)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틱 장애와 전립선 질

환의 증례연구’ 등 관심 있는 질환을 기술한 응답

과, ‘약재의 표준화’, ‘임상진료지침 마련(표준)’ 등

표준화 연구에 대한 응답, ‘한의학에 합당한 연구

방법 개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임상에 맞춘 변

증치료 연구’ 등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이 있었다(Fig. 6).

Fig. 6. The most essential area of research for 
the Korean medicine.

2. 2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실시 약 한 달 후, 참

가자 5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회수율

을 높이기 위하여 무 응답자에게 평균 2회의 전화

연락을 통해 응답을 독려하였다. 총 응답자는 29명

으로 회수율은 58%이었다.

1)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워크샵 이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는 임상

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 정도가 증가하였는지에 대

한 설문 결과 ‘그렇다’가 51.7%(15명)로 가장 많았

고, ‘보통이다’가 31.0%(9명), ‘매우 그렇다’가 10.3%

(3명), ‘그렇지 않다’가 6.9%(2명)로 조사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Fig. 7).



백승민⋅이상훈⋅김정은⋅류 연⋅박효주⋅김보영⋅최선미

- 104 -

Fig. 7. The change of interest about the clinical 
research.

2) 임상연구 논문 검색 경향의 변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검색해보는 경향의 증가에

대한 설문 결과 ‘보통이다’가 51.7%(15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24.1%(7명), ‘그렇지 않다’가 20.7%

(6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3.4%(1명)로 조사되었

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Fig. 8).

Fig. 8. The change of trend in the searching the 
clinical research paper.

3) 임상연구 치료기술 진료 반영의 변화

워크샵 이후 임상연구에 사용된 치료기술의 실

제 임상 진료 반영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보통이다’가 44.8%(1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4.1%(7명)의 응답이

나왔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2명) 있

었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

다(Fig. 9).

Fig. 10 . The change of percentage who use the result 
of the clinical research paper after the workshop.

4) 정보 출처가 의학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보의 출처에 따른 임상 한의사의 의학적 결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영향력이 매우 큰

것’(10점), ‘약간 영향력이 있는 것’(5점), ‘영향력이

없는 것’(0점)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진료경험’(15.6%)과 ‘교수 및 스승’(14.9%),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과서, 의학

및 한의학서적’(12.4%), ‘동료와의대화’(10.5%), ‘원

전’(9.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논

문’이 의학적 결정에 영향력을 높게 미친다는 응답

또한 총 23.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Fig. 10, Table 2).

Fig. 10. The influence ratio of authority for the 
decision of clin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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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BM 문헌의 효과적인 보급 방법

임상연구 결과 등의 EBM 관련 문헌의 보급 방

법에 대해 임상의가 생각하는 중요성을 평가한 결

과를 ‘가장 중요’(10점), ‘약간중요’(5점), ‘별로 중

요하지 않음’(0)점으로 가중치 비교한 결과에서는

‘워크샵 및 교육’(19.0%), ‘읽기 쉽게 가공된 논

문’(18.7%),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18.3%),

‘Email등 뉴스레터’,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

물’(15.1%), ‘한의신문 등 신문기사’(13.9%)등으로

고른 선호도를 보였으나 상위 3개 항목인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과 하위 3개 항목 ‘소책자, 리플렛 등

의 정리물’, ‘Email등 뉴스레터’, ‘한의신문 등 신문

기사’를 비교하여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내용

이 비교적 간결한 있는 요약물 보다 접근성은 낮

으나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Fig. 11. The effective EBM popularization program 
for clinician.

6) EBM에 대한 태도

(1) 한의학계의 EBM 흐름에 대한 환영도

최근 한의계의 EBM으로의 흐름에 대한 본인과

주변의 태도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는 90(중위수)

정도의 환영도를 나타낸다고 응답하였으며(Fig. 12A)

주변의 태도는 65(중위수)정도의 환영도를 나타낸

다고 응답 하여 약간 낮다고 응답하였다(Fig. 12B).

(2) 근거 중심의학을 기초로 한 임상진료의

유용성

EBM에 기초한 임상진료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

에서 응답자는 “EBM에 기초하여 한의학 임상 진

료를 하는 것은 환자 치료·관리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에 80(중위수)정도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Fig. 12C), “EBM의 방법론은 한의학 진료에 매

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역시 80(중위

수)정도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Fig. 12D). 또한

“EBM의 방법론을 도입한 진료는 한방 진료에 있

어서는 제한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0(중위수)정도 동의한다고 하여 대체로 EBM을

임상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3) 현재임상진료에서의근거기반치료의비율

현재 실시하는 진료 중 EBM에 기반을 둔 행위

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70(중위

수)정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12E).

Fig. 12. Attitude towards EB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 Attitude towards current promotion of evidence based
medicine. B: perceived attitude of colleagues towards
evidence based medicine(100=extremely welcoming, 0=extremely
unwelcoming). C: practicing evidence based medicine
improved patient care and management. D: perceived
usefulness of evidence based medicine in daily management
of patients. E: estimated percentage of respondent's
clinical practice that is evidence based. F: Evidenced
based practice has only limited valu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ield(100=strongly agree, 0=strongly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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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서양의학에서 EBM이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정부는 근거 있는 치료기술에만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보건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연구근거에 따라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셋째, 의학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15)
. 이러한 흐름은 한의학 분야도 예

외가 아니며 이로 인해 한의 치료의 근거수준 향

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분야에서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임

상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있으며

임상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7)
.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교육이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BM에 대한 한의계 도입에 있어 실제 임상 한의

사들 에 대한 인식도나 태도에 대한 조사는 보고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BM의 첨병인

임상 한의사의 인식과 태도를 침구 임상연구 결과

를 발표한 워크샵에 참가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워크샵 프로그램은 근거중심의학 및

임상연구에 대한 개론과, 안구건조증 및 안면홍조

증 임상연구의 진행 및 결과, 한의원에서의 임상연

구 활용법 및 증례보고 방법, 증례보고에 빈용되는

통계 분석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책자와 함께 임상연구에 이용

된 경혈과 취혈법을 요약한 리플렛이 함께 제공되

었다.

워크샵 참여자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의 임상

경력 10년 미만의 한의사들이 60% 가량의 비율로

젊은 한의사들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40대 또

한 30.2%를 차지하였으나 50대의 참가자는 7.0%로

매우 낮았다. 이는 설문이 이뤄진 워크샵에 대한

관심 연령층이 청장년층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본 연구 설문 결과의 해석 또한 이러한 맥락 하에

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도’에

약 70%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임상논문을 검색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5.6%

로 절반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그중 2명만이 일반

의이었으며 8명은 전문의 및 현 수련의라고 대답

하여 전문의와 수련의의 비중이 80%에 해당하였

다. 또한 논문을 검색해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색방법에 대한 무지’(35.5%)가 가장 많아 향후

전문의 수련과정 외에 학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이 꾸준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

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30.3%가 ‘적용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76.2%)와 ‘선혈의 한의학적인 이

유가 기재돼있지 않아서’를 꼽아 현재 임상연구 결

과들이 한의학적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에 적용이 어려움을 호소하

였다. 이는 최근의 침구 임상연구가 변증치료를 반

영하는 추세
16)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상의에게 충

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향후 한의학

연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험 례 등

의 증례연구’가 41.0%(32명), ‘무작위 배정 임상연

구’가 29.5%(23명)로 나타났으며 전문의 과정 여부

에 따른 선호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1개월 후 실시된 2차 설문에서 워크샵 죵료 후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응답

이 51.7%에 해당하였으며 논문 검색 경향의 변화

역시 24.1%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연구

에 사용된 치료기술의 실제 진료 반영에 대해서도

역시 24.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 출처가 의학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23.5%가 국내외 연구논문이 높은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EBM문헌의 효과적 보급방법

에서는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

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처럼 보다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보급방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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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풍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EBM에 입각한 진료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80%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

러나 ‘한의학계의 EBM 흐름에 대한 환영도’ 설문

에서 응답자들이 ‘본인의 환영도가 90(중위수)’이라

고 응답한데 비해 ‘주변의 환영도를 65(중위수)’라

고 응답 한 것과 ‘응답자들의 근거기반 치료의 비

율’이 평균 70%로 사전 설문에서 30.3%에 비해 2

배 이상 높은 것을 볼 때 상기 결과는 2차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관심도와 워크샵을 통한 보급

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에 참가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서, 이러한 워크샵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가 임상연구 또는 EBM 전반에 대한 관

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한의사

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닌 한계가 있

다. 또한 워크샵의 특성과 설문의 목적이 침구 임

상연구 및 그 적용에 국한되어 있어 한약 치료등

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임상연구,

EBM의 방법론 등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태도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 한의사를 대변할 수 있

는 표본추출을 통해 임상 한의사들의 EBM에 대한

인식도과 활용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후속연

구 수행 및 이에 기반 한 EBM 보급 수단을 개발

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한의사의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침구 임상연구 워크샵에 참가한 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70%가 최신 임상연구 동향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EBM에 기반 한 진료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평균 80%이었으나

‘직접 논문을 검색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

하였으며 그 이유로 검색방법에 대한 무지가

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한방 의료

의 EBM 확대를 위해 임상의를 대상으로 한 교

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응답자의 30.3%가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치료기

술을 진료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임상에

반영하기 힘든 이유로 76.2%가 ‘변증이 반영되

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여 임상진료와 연구 간의

괴리가 EBM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3. 향후 한의학 연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치험례 등의 증례연구’가 41.0%, ‘무작위 배

정 임상연구’가 29.5%로 나타났으며 기초실험

및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 9.5%로 상대적으

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워크샵 실시 후의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관심은

51.7%에서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논문검색의

경향 역시 24.1%정도 증가하였다고 응답 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진료에 있어

EBM의 보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6. EBM 문헌의 보급방법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설문 결과 ‘워크샵 및 교육’,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 ‘읽기 쉽게 가공된 논문’이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 ‘E-mail등 뉴스레터’, ‘한

의신문 등 신문기사’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

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 임상 한의사의 EBM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교육의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향후 이를 반영한 한의사 보수교육의

확대 및 학부 교육과정 등의 개선이 필요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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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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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설 문 지

1. 1차 설문조사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직후 실시)

1. 귀하의 임상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 )년

2. 귀하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①남 ②여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학사 ② 석사 재학 ③석사(수료 포함) ④박사 재학 ⑤박사(수료 포함)

5. 귀하의 병원 수련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하지 않음 ② 일반수련의 재직 ③ 일반수련의 수료

④ 전문수련의 재직 ⑤ 전문의 취득(수료 포함)

6. 전문수련의나 전문의인 경우,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

7. 학력이 석사 재학 이상인 경우,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

8. 평소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평소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찾아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1. 위의 질문에 부정적 답변(④ 또는 ⑤)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논문의 전문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플라시보 대조군 무작위 임상연구가 침의 효과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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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검색 방법을 잘 몰라서

□ 언어적 문제 때문에

□ 기타 ( )

10. 평소 임상연구 논문에 나오는 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반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1. 위의 질문에 부정적 답변(④ 또는 ⑤)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논문의 침 치료 경혈 선택이 불만족스러워서

□ 침 치료에 환자 개개인에 맞춘 변증이 반영되지 않아서

□ 논문의 침 치료 수기법이 불만족스러워서

□ 논문의 유침 시간, 치료 일정 등이 불만족스러워서

□ 경혈 선택의 한의학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 기타 ( )

11. 앞으로 한의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원전 및 문헌 연구

□ 세포, 동물 실험 등 기초실험 연구

□ 질적으로 기술된 치험례 등 증례연구

□ 무작위배정연구 등 임상연구

□ 기타 ( )

2. 2차 설문조사 (“한의원단위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증례연구 워크샵” 1달 후 실시)

1. 워크샵 이후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워크샵 이후 국내외 저널에 발표되는 임상연구 논문을 직접 찾아보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워크샵 이후 임상연구 논문에 나오는 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반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아래의 정보의 출처 중에서 귀하께서 의학적 결정을 내리실 때 참고하는 각각의 정보의 출처 별 영향

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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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출처 영향력 없음
약간의

영향력 있음
매우 큰

영향력 있음

① 자신의 진료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

② 동료와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

③ 교수, 스승으로부터 얻은 정보

④ 학회 또는강의로부터 얻은 정보

⑤ 원전으로부터 얻은 정보

⑥ 교과서, 의학 및 한의학 서적으로부터 얻은 정보

⑦ 한국 리뷰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⑧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증례보고 등 한국 원저로부터 얻은 정보

⑨ 외국 리뷰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⑩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증례보고 등 외국 원저로부터 얻은 정보

5. 아래의 임상연구 결과 보급 방법 중, 임상 한의사로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의 보급 방법의 중요

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 가장 중요

① 한의신문 등의 기사를 통한 보급

② 읽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논문 자료

③ E-mail 뉴스레터

④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한 보급

⑤ 간략하게 정리된 소책자, 리플렛 등의 정리물 배부

⑥ 임상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증례 혹은 임상연구

6. 다음 6개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점수로 매겨주세요.

① 현재 한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 흐름에 대한 귀하의 환영도는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 = 매우 환영, 0 = 매우 환영하지 않음)

② 현재 한의학계 근거중심의학 흐름에 대한 동료들의 환영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 = 매우 환영, 0 = 매우 환영하지 않음)

③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한의학 임상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치료·관리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④ “근거중심의학의 방법론은 한의학 진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⑤ 현재 실시하는 진료 중 근거중심의학에 기반을 둔 행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00 = 100% 근거중심의학에 기반, 0 = 0% 근거중심의학에 기반)

⑥ “근거중심의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진료는 한방 진료에 있어서는 제한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에

몇 점 정도 동의하십니까?

(100 = 매우 동의,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