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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doctor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case report, based on the opinion that careful observation on the case sometimes 
provides us with the important information as clinical trial especially in the traditional medicine research 
field.
Methods : A questionnaire study was conducted among TKM do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annual 
continuous maintenance education (CME) held at 5 reg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sults : Almost 60% of the respondents had read case reports published in medical journals and 67% had 
openly shared their clinical cases with their colleagues. Of the respondents, 18.6% had been educated on 
reporting cases, and only 16% had the experience of reporting cases on one’s own. However, 32.6% of the 
respondents had the intention to report cases in the future. These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hysicians who holds a license but no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and board certified TKM 
doctors who have training experience.
Conclusions : A majority of TKM doctors have read case reports but holds little experience of having been 
properly trained. Through this research, it has been found that awareness of case reports is rising in 
hospital training. Thus, the objective of case report education for TKM doctors who have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should be set on encouraging them to do more whereas for doctors without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the objective should be set on making them more exposed to case reports to heighten one’s 
awareness.
Key words : Case report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Awareness, Utilization

Ⅰ. 서 론

증례연구란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의 일

종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특이한 질병 양

상을 보인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경과 및 의심되

는 원인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

한 후에 특이한 유해 사례를 나타낸 환자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것이다1).

증례연구는 근거위계(evidence hierarchy)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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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수준을 가지며 원인적인 근거(evidence of what

caused it)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발생

된 근거(evidence of what happened)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2)

의학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시발

점이기 때문에
3)

근거중심의학에 있어서 증례연구

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White는 침구치

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증례연구가 더욱 가치

있다고 하였으며 효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다른

임상의에게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험한 사

례를 경고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4)
.

최근에는 학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와 같은 보건정책결정 분야에서도 증례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로, 영국의 의료기술평가

(이하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기관

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발간된 의료기술평가보고

서의 30%가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연구가 아닌, 증

례연구 혹은 증례군연구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결

론을 도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 또한 미국의 HTA

기관인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역시 비교효과연구 수행 시, 의료기

기 또는 시술과 같이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적절한 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가 없을 경우

관찰연구의 도입을 권장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법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6)
. 한의계에서

증례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활용된 사례는 드물지

만, “척추측만증에 침술치료가 효과 없다”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
7)
에 대

해 신 등
8)
, 진 등

9)
, 여 등

10)
의 증례보고를 통해 반

박하여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명을 이끌어낸

사례
12)
에서 볼 수 있듯이 증례보고의 형태로 발표

된 연구는 단순한 에피소드 형식의 치험례나 홍보

자료 이상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Cochrane collaboration과 같이 보다 학술적인 목적

의 단체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무작위대

조군임상연구만을 근거로 할 것을 엄격하게 권장

하고 있으나
13)
, 현실적으로 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

가 모든 의학적 질문에 대해 시의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4)

앞으로도 의료기

술평가에 증례연구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학 외적인 요인으로도 증례연구를 위시

한 관찰연구가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증례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의학 연구

는 학문 특성상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치료 경험

내용을 충분히 접하고 보고하며 교류하는 증례보

고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한의

학에서는 서양의학의 증례보고와 유사한 의안(醫

案)이 있다. 의안은 환자의 증상, 병인, 맥상, 설상

병기, 진단, 전변, 치료원칙, 주의사항 등을 분석하

여 약물의 명칭, 분량, 포제방법, 복용법등의 치료

방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이는 서양의학의 진료기

록부와 유사하지만, 환자의 증상과 몸의 상태 중

辨證論治를 중심으로 기록된 자료라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명가의 의안을 읽는 것은 임상수

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15)
. 이에 대해

Fønnebø 등
16)
은 기존 의학연구방법론과 달리 보완

대체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임상진료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

한 맥락으로, 최근엔 학회지 자체가 한의사들의 연

구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체득할 수 혁신적인 임상

보고의 통로가 되도록 변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

다
17)
.

한의학이 이론적인 철학체계에 그치지 않고 현

재에도 실용학문으로서 진단·치료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까닭은 선대의 한의학자들이 남긴 의안을 통해

생생한 임상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판 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증례연구를 통해서

한의학 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교류하며

나아가 후학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증례연구 촉진에 앞서 증례연구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과 활용,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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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우리나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보수교육

재교육에 참여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설문 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2011

년 보수교육 재교육에 참여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보수교육 재교육은 전년도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되

는 교육으로서 매년 3월말-4월초에 실시된다. 본

연구에선 3차 교육부터 7차 교육까지 참여한 한의

사에게 설문지를 교육 시작과 함께 배부한 후, 교

육이 끝날 때 제출하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조사는

각각 경기지역(2011년 3월 5일), 서울지역(3월 6

일), 광주지역(3월 13일), 대전지역(3월 14일), 부

산지역(3월 26일)에서 실시되었다.

2. 설문 조사 항목의 구성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임상경력, 병원 수

련여부, 학위, 근무형태의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4

문항, 증례연구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묻는 8문항

(조건부 문항 3개 포함), 증례보고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을 묻는 3문항으로 총 문항 수는 15개로 구

성되었다. 설문지는 개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내용 및 구성타당도를 보완하였다(별첨 1).

3. 자료 입력 및 통계 처리

설문의 응답은 Double-entry의 방식을 이용하여

지면에서 데이터시트로 코딩 후, 불일치에 대해서

는 설문지 원본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Microsoft

Excel 2010(Microsoft, USA)과 STATA 11.0(StataCorp,

USA)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였다. 특히

백 등
18)
의 연구에서 일반수련의 이상의 수련 경험

이 있는 한의사(이하 “수련경험의”)가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이하 “일반의”)에 비해 임상연구에 대

한 관심이 높았음을 반영하여 증례보고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문항은 한의사 일반의와 수련경험의

로 나누어 Chi-square test를 수행하였다. 통계적

검정의 유의 수준은 0.05로 양측검정을 수행하였다

(p<0.05).

Ⅲ. 결 과

설문지는 경기,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각각

102부, 137부, 51부, 79부, 52부를 배부하여 총 421

부를 배부하였으며 각각 53부, 112부, 42부, 56부,

40부(총 30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1.97%를 나

타냈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인구학

적 정보 등 필수적인 영역에 미응답이 많아 응답

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67건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

로 236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46명(19.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7명(36.9%), ‘10년 이상 15

년 미만’이 51명(21.6%),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8명(11.8%), 20년 이상이 24명(10.2%)로 나타났

다.

병원수련여부는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179

명(75.9%)이었으며, 일반 수련의 과정만을 수료한

한의사는 25명(10.6%)이었다. 전문 수련의 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는 32명(13.5%)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학사가 134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가 48명(20.3%), 석사가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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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석사재학 중이 12명(5.1%), 박사 재학 중

이 10명(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근무 형태는 로컬 한의원 원장이 190명(80.5%)

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봉직의가 11명(4.7%),

대학부속 한방병원 근무가 4명(1.7%), 그 외 한방

병원 근무가 9명(3.8%), 기타 22명이었다. 기타는

요양병원 근무가 많았고, 공중보건의, 보건소 근무

등 이었다(Table 1).

Category Respondents(N=236) Proportion(%)

Clinical experience

Under 5 years 46 19.5

5~10 years 87 36.9

10~15 years 51 21.6

15~20 years 28 11.8

Over 20 years 24 10.2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No 179 75.9

In training 25 10.6

Board certified 32 13.5

Education

Bachelor 134 56.8

In Master 12 5.1

Master 32 13.6

In Doctoral 10 4.2

Ph. D 48 20.3

Working type

Clinic(owned) 190 80.5

Clinic(employee) 11 4.7

University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 4 1.7

Other types of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 9 3.8

others 22 9.3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증례연구를 접해 본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140명(59.32%)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6명(40.66%)

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 일반의는 94명(52.51%)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5명(47.49%)이 없다고 응

답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46명(80.70%)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1명 (19.30%)이 없다고 응답하여 수

련경험의의 증례연구 경험 비율이 일반의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증례연구 내용을 실제로 임상진료에 적용하여

본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85명(36.02%)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51명(63.98%)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 일반의는 54명(30.17%)이 있다고 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31명(54.39%)이 있다고 응답하여 수

련경험의의 증례보고 임상 진료 적용 비율이 일반

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증례교류를 비공식적인 방법(한의학회 비회원인 학

술모임, 스터디, 집담회,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 등)

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158명(66.95%)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8명(33.05%)은 없다고 대답하

였다. 그 중에 일반의는 114명(63.69%)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5명(36.31%)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44명(77.19%)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3명 (22.81%)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증례보고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한의사의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활용

- 61 -

질문에 38명(16.10%)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8명

(83.90%)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에 일반의는

13명(7.26%)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66명(92.74%)

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25명(43.86%)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2명(56.14%)이 없다고 응

답하여 수련경험의의 증례보고 수행경험 비율이

일반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증례연구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44명(18.64%)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2명

(81.36%)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에 일반의는

18명(10.06%)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61명(89.94%)

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26명(45.61%)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1명(54.39%)이 없다고 응

답하여 수련경험의 증례보고 관련 교육 경험이 일

반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증례보고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과

비슷하게 일반의와 수련경험의 간의 응답 양상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앞으로 증례연구 보고 계획이 있는가의 질문에

77명(32.63%)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59명(67.37%)

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에 일반의는 49명

(27.37%)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30명(72.63%)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수련경험의는 28명(49.12%)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9명(50.88%)이 없다고 응답하

여 수련경험의의 증례보고 의향이 일반의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2)(Table 2).

Categories
Total
(N=236)

Doctors without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N=179)

Doctors who have
hospital training
experience
(N=57)

P-value

I have read a formal case series P<0.001

Yes 140(59.32%) 94(52.51%) 46(80.70%)

No 96(40.68%) 85(47.49%) 11(19.30%)

I have referred to case series for clinical decision-making P=0.001

Yes 85(36.02%) 54(30.17%) 31(54.39%)

No 151(63.98%) 125(69.93%) 26(45.61%)

I have openly shared cases with colleagues

Yes 158(66.95%) 114(63.69%) 44(77.19%)

No 78(33.05%) 65(36.31%) 13(22.81%)

I have reported clinical cases P<0.001

Yes 38(16.10%) 13(7.26%) 25(43.86%)

No 198(83.90%) 166(92.74%) 32(56.14%)

I have participated in case series education P<0.001

Yes 44(18.64%) 18(10.06%) 26(45.61%)

No 192(81.36%) 161(89.94%) 31(54.39%)

I have the intention to report cases in the future p=0.002

Yes 77(32.63%) 49(27.37%) 28(49.12%)

No 159(67.37%) 130(72.63%) 29(50.88%)

Table 2. Case Report Awareness and Experience

3. 증례보고 적용 안하는 이유/보고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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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례보고 적용 안하는 이유

증례연구 내용을 실제로 임상진료에 적용하여

본 적이 없는 응답자 151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설문 결과 미응답 30명을 제외한 121명 중 ‘증례보

고 읽지 않음’에 응답한 사람이 48명(40%)으로 가

장 많았고, ‘증례보고에 기록된 정보부족’ 32명

(27%), ‘(본인의) 진료관과 미부합’ 28명(23%), ‘근

거력 부족’ 9명(7%), ‘기타’ 4명(3%)순이었다. 기

타는 ‘접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 ‘적응증 환자가 적

다’, ‘접근경로를 몰라서’ 등이었다(Fig. 1).

Fig. 1. The reason why case reports are not applied 
to one’s practice(N=121).

2) 증례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증례를 보고한 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 198명

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설문 결과 미응답 33명을

제외한 165명 중 ‘작성법을 잘 모름’에 응답한 사람

이 72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변증진단 기술이

힘듦’ 40명(24%), ‘증례보고 자체를 모름’ 24명(15%),

‘법률적 절차에 대한 우려’ 14명(8%), ‘기타’ 8명

(5%), ‘양방검사 불가능’ 7명(4%) 순이었다. 기타

는 ‘시간과 여건 부족’, ‘이미 증례보고 된 것과 같은

케이스라 보고할 필요를 못 느낌’등이었다(Fig. 2).

Fig. 2. The reason why case reports are not 
formally reported(N=165).

4. 증례보고의 양식 및 공통적인 양식의

필요성

1) 현재 비공식적 증례교류 시 활용하는

방법

증례교류를 비공식적인 방법(한의학회 비회원인

학술모임, 스터디, 집담회,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

등)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158명 중

미응답 15건을 제외한 143명이 증례 교류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유기술’이 78명(55%)으로 가장

많았고, ‘학회별 특정양식 기술’이 26명(18%), ‘현

대 의학적 기술’ 25명(17%), ‘한의학적 기술’ 13명

(9%), ‘기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Fig. 3).

Fig. 3. The way to openly share case report(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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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를 교류하기 위한 공통 양식의

필요성

증례를 교류하기 위한 공통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미응답 2건을 제외한

234명 중, ‘반드시 필요하다’가 101명(43%), ‘어느정

도 필요하다’가 122명(52%)으로 우세 의견이었고.

‘잘 모르겠다’ 10명(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

(1%)이 있었다(Fig. 4).

Fig. 4. Necessity of standardized form to share case 
report(N=234).

5. 증례보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가장

필요한 것, 질환별)

1)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

증례연구의 보고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점이 가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미응답 30건을

제외하고 ‘증례 보고 교육’ 89명(43%)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잇따라 ‘표준화된 진단도구’

80명(39%), ‘양방검사’ 24명(12%), ‘법률적 절차’ 8

명(4%) ‘기타’ 5명(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Fig. 5).

Fig. 5. Prerequisite to promote case report(N=206).

2) 증례연구가 필요한 질환

한의원 증례연구를 활성화할 때 어떤 질환의 증

례보고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3항

목 중복 선택)에 대한 응답 건수는 ‘근·골격계 질

환’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질환’ 104

건, ‘신경·정신과 질환’ 76건, ‘내분비·대사 질환’ 70

건, ‘부인과 질환’ 63건, ‘퇴행성 신경 질환’ 61건,

‘면역·감염 질환’ 52건, ‘이비인후과 질환’ 40건, ‘순

환기계 질환’ 40건, ‘호흡기계 질환’ 30건, ‘혈액·조

혈계 질환’ 15건, ‘신·비뇨기과 질환’ 11건, ‘안과 질

환’ 11건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Fig. 6).

Fig. 6. Case Report Requiring Disea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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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한의사의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을 조사해 근거중심의학의 첨병인 임상한의사

들이 근거위계의 기반을 구성하는 증례연구에 주

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전체 한의사를 모집단으로 하는 연구

이지만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지 못하

고, 보수교육에 참여한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결과의 내적타당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의사 집단 전체 의견 추론에 일정부분 한계를

가진다. 특히 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2개 이상의 보수교육 재교육에 참가하는 한의사가

종종 있었는데,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

하지 않거나, 설문을 수거하는 연구진 내에서 중복

참여를 하지 않도록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중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응답자가

교육을 들으며 설문에 응답해야 해서 오류응답, 미

응답이 다소 있었다. 따라서 분석 시 제외된 설문

이 많았는데 이는 일종의 선택편견(selection bias)

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는 이메일

을 통해 미응답이 있으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조사연구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수련의 이상의 수련 경험이

있는 한의사와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로 나누어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일반

수련의 이상의 수련을 받은 한의사 중에서도 전문

수련의 과정을 하지 않은 한의사, 전문수련의 과정

중인 한의사, 전문 수련의를 수료하지 못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한의사 등의 경우가 존재

하므로 이들 간의 인식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차이를 검정하기에는 표

본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수

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증례를 보고할 의향에 대하여 일반의에

비해 유의하게 높긴 하였지만 수련경험의 역시

50%를 넘지 않아 높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는 증례보고 의향이 수련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보다는 근무형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

한다. 즉 근무형태 등의 변수가 하나의 혼동변수

(confounder)로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데 증례보

고가 학위논문, 수련의 이수 과정 통과를 위한 의

무이기도 하므로 수련여부가 아닌 근무형태에 따

라 증례보고 의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보수교육의 특성상 병원 근무

한의사가 연구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분석을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까지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한의사들의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과 활용 및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증례보고를 읽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59.3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회에서 출판된

학회지에 게재된 증례보고 논문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증례보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와 증례보

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간에 응답 분포가

매우 유사한데, 교육과 증례보고 수행경험 간의 선

후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증례보고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혹

은 증례보고 수행을 위해 교육을 필요로 하여 교

육을 받아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증례를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44%가

‘작성법 자체를 몰라서’를 꼽고 있고, 43%의 응답

자들이 증례보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는 바, 향후 증례연구 활성화의 단초가 체계

적인 교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증례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19)
과 같은 교재

및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적인 증례보고 양식의 필요성은 95%의 한

의사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고 있어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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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의원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증례기록지 개발을 위

한 연구
20)
와 같이, 관련분야의 연구가 태동하고 있

는 바, 앞으로 증례보고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이

러한 임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39%가 표준화된 진단도구의 수립, 12%

가 양방진단과 같은 객관적 검사결과의 활용을 증

례보고 활성화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데 이는 변

증 진단의 표준화, 객관적인 진단검사 등이 증례기

록지 표준화에 선행되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

제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증례보고를 직접 수행해본 응답자는 불과 16%

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84% 응답자의 임

상경험은 증례의 형태로 발표되어 알려지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용되거나 혹은 사장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

별히 증례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표준적인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있겠지만, 한 등의

곡운침법
21)
, 격팔상생침법

22)
증례보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한의학의 귀중한 치료기술들이 임상현장

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증례의 형식으로 한의사들

이 공유하고, 문서화된 형태로 후대로 전수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집단 지성을 통한 잠재적인

한의계의 역량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들이 증례보고 등을 통해 왕성한 근거의

원천을 공급하여 참여적인 근거중심의학이 성립되

면 실제 임상을 변화시켜 임상-근거 간 격차를 줄

이며
23)

한의학 발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 론

한의사의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을 알아

보기 위해 한의사협회 보수교육 재교육에 참가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임상 증례를 동료들과 교

류하고 있고 학회지에 실린 증례보고를 구독하

고 있으나 증례 보고법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직접 보고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를 통해 증례보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인

된 바, 앞으로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는 방식을

도입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일반의와 수련경험의 간에 비공식적인 증례교류

경험을 제외하고는 정식 증례보고 경험, 향후

보고의향 등 증례보고에 대한 인식도 전면에 걸

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증례보고를 전파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서 수련경험의는 임상과 증례보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단 마련, 일반의의 경우 일

단 증례보고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음을 교육하

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

다.

적지 않은 수에서 증례연구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고, 증례보고를 수행할 의향도 있음이 관찰되었

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증례보고에 대한 관심

고취, 임상 한의사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증례보고

의 확대, 진단 및 증례기록지의 표준화를 통해, 증

례를 통해 습득한 임상 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례로 배출되는 증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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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설문지

한의원단위 연구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도 및 사용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침구경

락 표준치료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연구의 문항은 총 15개(조건부 문항 3개

별도)이고, 3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센터, 문의 백승민(○○○-○○○-○○○○)

※ “☜" 표시 후 “-로 가세요”라는 안내가 있을 경우, 안내에 따라 응답해주세요. 13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1개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 임상경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5년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15년

④ 15년~20년 ⑤ 20년 이상

2. 귀하의 병원 수련여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수련하지 않음

② 일반수련의(인턴) 수료

③ 전문의

3. 귀하의 학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학사

② 석사 재학 (수료 포함)

③ 석사 취득

④ 박사 재학 (수료 포함)

⑤ 박사 취득

4.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한의원(원장)

② 한의원(봉직의)

③ 대학 부속한방병원

④ 한방병원

⑤ 기타( )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한의사의 증례연구에 대한 인식 및 활용

- 69 -

5. 귀하는 아래 글상자 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한한의학회 소속 정회원학회/준회원학회의 학회지 또

는 학술대회를 통해 증례보고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침구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동의병

리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등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5번문항의 글상자 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한한의학회 소속 정회원학회/준회원학회의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발간된 증례보고의 내용을 임상 진료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7로 가세요 )

② 없다. ( ☜ 6-1 대답 후, 7로 가세요 )

6-1. 증례보고에 기록된 진단, 치료법을 임상진료에는 적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증례보고의 증거력이 낮아서

② 증례보고에 사용된 치료가 본인의 진료관과 부합하지 않아서

③ 증례보고에 기록된 정보만으로는 임상적용에 부족해서

④ 증례보고를 잘 읽지 않아서

⑤ 기타( )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7. 귀하는 귀하의 증례를 “5번문항의 글상자 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한한의학회 소속 정회원학회/준회원

학회의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보고한 경험 또는 앞으로 보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보고한 경험 없고, 계획도 없음 ( ☜ 7-1 대답 후, 8로 가세요 )

② 보고한 경험 없으나, 계획은 있음 ( ☜ 7-1 대답 후, 8로 가세요 )

③ 보고한 경험 있고, 계획도 있음 ( ☜ 8로 가세요 )

④ 보고한 경험은 있으나, 계획은 없음 ( ☜ 8로 가세요 )

7-1. 실제 보고를 하신 경험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증례보고 작성 경험, 방법을 잘 몰라서

② 환자의 변증진단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도구의 부족

③ 양방 검사법 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④ 환자모집, 동의취득 등 법률적 절차에 대한 우려

⑤ 증례보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⑥ 기타( )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8. 귀하는 아래의 글상자 안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타 경로를 통해 증례교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의학회 비회원 인 학술모임, 스터디, 집담회,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 등

① 예 ( ☜ 8-1 대답 후, 9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 9로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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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번문항의 글상자 안에 기재된 곳을 통해 증례교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자유 기술

② 한의학적 진단기준 위주의 기술

③ 한의학 및 현대의학적 진단을 포함한 기술

④ 본인이 속한 학회의 특정양식을 이용한 기술

⑤ 기타( )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9. 증례를 교류하기 위한 공통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④ 거의 의미가 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의미 없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귀하는 증례보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한의원단위 증례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증례보고법 자체에 대한 경험, 교육

② 환자평가 및 진단 도구(표준화된 설문지 등)

③ 객관적인 양방 검사법의 용이한 활용

④ 환자모집, 동의취득 등 법률적 절차에 관한 지식

⑤ 기타( )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2. 한의원 증례보고를 활성화할 때 다음 중 어떤 질환의 증례보고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

드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운동, 골 관절계 질환 □ 소화기계 질환

□ 신경, 정신과 질환 □ 호흡기계 질환

□ 이비인후과 질환 □ 퇴행성 신경 질환

□ 순환기계 질환 □ 부인과 질환

□ 신, 비뇨기과 질환 □ 안과 질환

□ 내분비, 대사계 질환 □ 면역, 감염계 질환

□ 혈액 조혈계 질환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