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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Pragmaticrandomizedclinicaltrial(PRCT)iswidelyusedforcomparative-effectiveness

orcost-effectivenessresearchofComplementaryandAlternativeclinical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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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isstudywasdonetodefinethetreatmentprotocolofTraditionalKoreanMedicinefor

persistentallergicrhinitis,whichmightbenecessaryforconductingPRCTstudy.

Methods : Datawerecollectedbyquestionnairefrom KoreanMedicinedoctorsparticipatedinthe

ConferenceofTheKoreanOrientalMedicalOphthalmology&Otolaryngology&DermatologySocietyin

October2012.Weinvestigatedtheirtreatmentproceduresforpersistentallergicrhinitisinordinaryclinical

settings.Theirtreatmentpatternsincludingannualtreatmentperiod,frequenciesandtreatmenttimeswere

alsoinvestigated.Finally,wecombinedthenationalinsurancecoveredorout-of-pockettreatmentsas

treatmentpackagesaccordingtotheresponseratesofeachcontents,anddisplayedthem astreatment

protocolsforPRCTstudy.

Results : 50Koreanmedicinedoctorsdescribedtheinformedconsentandquestionnaire.Responserates

ofeachtreatmentprocedurewerelistedinTable2toTable5.Treatmentperiods,frequenciesandtreatment

timeofeachvisitwerelistedinTable6.Finally,treatmentpackageswhichwouldbedefinedforPRCT

werelistedinTable7astreatmentpackage1(responserateswereover50%),package2(responserates

wereover25%),package3(responserateswereover10%).

Conclusion : Theseresultsprovidetherationalbackgroundandpreliminarysourcesofdefiningtreatment

packagesfordevelopingPRCTprotocols.

Keywords：Persistentallergicrhinitis,PragmaticRCT,Treatmentprotocol,Packageofcare

I. 서 론

알 르기 비염은 비루,재채기,가려움증,비

폐색,후비루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미국의 경우 체 인구의 10-40%에서 찰되고
1)
,한국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찰 상 인구집

단에서 증상이 7.8%-29.1%로 보고되고 있는
2,3)

다빈도의 질환이다.최근 알 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

다는연구와함께
4)
,한방치료이용도 치료비

용 등에 해서도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5)
.

알 르기 비염과 같이 빈발 질환이고 치료를

한의료비발생이높은경우,치료의효과성혹

은 비용효과성 등에 한 근거 창출의 에서

실용임상연구(PRCT;PragmaticRandomized

ClinicalTrial)들이시행되고있으며
6)
,최근독일

에서는알 르기비염에 한침치료의효과에

한 국가 단 의 실용임상연구가 시행되어 보

고된 바 있다
7)
.

실용임상연구는 기존의 설명임상연구(ERCT;

ExplanatoryRandomizedClinicalTrial)와는 연

구 목 ,설계,진행방법,장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에 합한

연구방법을선택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설명임상연구는엄격한과정에의한 내 타당도

에 을두고 신약이나신 치료기술의효능 규

명을 해서주로시행되고있다.이에비해실용

임상연구는실제임상 실을 변한외 타당

도에 을 둔 연구로서, 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행 에 한포 인개념의효과성혹은비

용효과성 등의 탐색을 목 으로 시행되고 있다
8)
.

실용임상연구의 로토콜 개발을 한 요소들

연구가설 설정,환자군과 조군의 설정,주

평가지표의 설정,표본수의 산출 등은 설명임상

연구와유사한방식으로된다.다만,연구에서검

증하고자 하는 치료행 의 설정에 있어서는,일

반 인임상 장을반 하는표 화된치료행

범 를설정(definingpackageofcare)하고,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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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N=50) Frequency Percent(%)

Sex
Male 24 48

Female 26 52

Age

20-29y 25 50

30-39y 14 28

40-49y 8 16

50-59y 3 6

Total(mean±SD) 33.88±8.52

Education

Collegegraduation 9 18

Inmaster’scourse 7 14

Mastergraduation 4 8

Indoctor’scourse 8 16

Doctorgraduation 22 44

Job

HospitalofKoreanmedicine 46 92

Localhospital(Koreanmedicine) 2 4

PublichealthdoctorArmysurgeon 1 2

Others 1 2

Yearsofclinicalexperience(mean±SD) 8.87±7.92

S.D.:StandardDeviation

본 Table은 “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변증 도구 개발을 한 문가 집단 설문조사 연구”에 복 게재되었음.

Table1.BaselineCharacteristicsofDepressionExperiencedPersons

시험 기간 에는 이 범 내에서 각각의 치료

시행자들이 해당 환자들에 합한 치료 행 를

선택하여 다양하게 치료를 시행하고 이에 한

효과성 혹은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8)
.

본 연구는 향후 알 르기 비염에 한 한방

치료의효과성등의근거 창출을 한실용임상

연구를 계획하기 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포

의료행 (packageofcare)를 정의하고자 하

다.이에 2012년 추계 안이비인후피부과 학술

회에참여한 한의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본 질환의 치료 모형 등에 한 지견

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2012년 추계 학술 회 기간 한

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에 등록된 회원 총 50

명을 상으로,인구사회학 조사와 통년성 알

르기비염의시술여부와투약여부등에 하

여 국민건강보험 여 항목과 비 여 항목으로

나 어 조사하 으며,의료 공 자 의 연간

치료기간,치료 횟수,방문 시 치료시간 재발

률에 해서도 조사하 다. 여 항목들은 한방

건강보험요양 여비용
9)
의목록에 등재된 행 와

보험약 항목들을 사용하 으며,비 여 항목들

은연구진회의를통하여기존다빈도비 여행

와처방항목들을선정하 고,추가행 에

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답변을 유도하 다.

본연구를 한설문조사는타학회지에투고

된 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변증도구 개발 연구

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설문 참여자의 인구사

회학 특성은 복 투고되었다(Table1).

2.설문 개발

설문지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고 인구 사회학 조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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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교육수 ,소속,임상기간을묻는 항

목이 포함되어 있으며,치료 행태 조사를 하여

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보험 여 치료 항목 28

문항,비 여 치료항목 5문항,보험제제 항목 20

문항,비보험제제항목21문항에 하여알 르기

비염환자치료시사용여부를묻는다 응답방

식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연간 치료

기간,치료 횟수,방문 시 치료시간 재발률에

한개방형문항을포함하 다(별첨1).설문은

배포식 자기기입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 다.

3. 로토콜 정의

설문에 한응답결과를분석하여,각치료행

와처방 사용여부에 한응답일치도가높

은항목들을확인한후응답일치도가각각10%,

25%,50%이상인 치료행 들과 치료기간,횟수,

시간 등을 결합하여 실용임상연구에 사용될 포

의료행 의 로토콜을 정의하 다.

4.통계학 분석 방법

본연구에사용된통계학 분석은각항목들

에 한 빈도분석과 다 응답 분석을 시행하

으며,증상항목들에 한 요도 문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가 치를 설정하지 않았다.연속

형 변수들의 경우 Shapiro-Wilktest에서 정규

분포 하지 않는 경우는 수(median)와 한계

치(range,5%,95%)를 제시하 으며,통계 분석

로그램은 StataSE11(StataCorpLP,USA)

을 사용하 고,유의확률은 0.05로 하 다.

III. 연구결과

1.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012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추계 학회

기간 회원들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

으며,총50명이설문에답하 다.설문조사참여

자들의인구사회학 특성은남성24명,여성26

명이었으며,평균 연령이 33.88년 이었고,20

의응답자가많았다.교육수 은박사졸업이,직

업은 한방병원에근무하는경우가각각 높게나

타났으며,면허 취득 후 평균 임상 기간은 8.87

년으로 조사되었다(Table1).

2.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보험

여 시술 항목 사용 빈도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사용하는보

험 여 시술 항목들에 하여 조사한 결과,비

강내침술을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92%로 가

장많았으며,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투

약(여범 내),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조사

요법)이 응답자들의 50%이상에서 사용하는 시

술로 조사되었고,그 외 항목들의 사용빈도는

Table2와 같이 확인되었다(Table2).

3.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비 여

시술 항목 사용 빈도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사용하는비

보험 여시술항목들에 하여조사한결과,첩

약 투약만이 50%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약침

38%,비 여물리치료 4%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Table3).

4.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보험

여 내복약 사용 빈도

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치료 시 사용하는 보

험 여 내복약 처방 항목들에 하여 조사한 결

과,모든응답자들이소청룡탕을사용한다고응답

하 으며,보 익기탕이68%,형개연교탕이 62%

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50% 이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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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CoveredTreatments Frequency Percent(%) Rankings

특수침술(비강내침술) 46 92 1

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 44 88 2

투약( 여범 내) 38 76 3

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조사요법 34 68 4

구술(간 구) 22 44 5

검사( 여범 내) 20 40 6

부항술(건식부항) 12 24 7

경 침술(사암침) 10 20 8

분구침술 10 20 8

침 기자극술 9 18 10

특수침술(투자법침술) 8 16 11

경 침술(자락술) 7 14 12

특수침술( 내침술) 4 8 13

부항술(자락 법) 4 8 13

경 침술(오행침) 3 6 15

특수침술(복강내침술) 3 6 15

이 침술 3 6 15

구술(직 구) 3 6 15

경 침술(온침술) 2 4 19

특수침술(안와내침술) 2 4 19

자 침술 2 4 19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2 4 19

특수침술(척추간침술) 1 2 23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 1 2 23

처치( 여범 내처치- 장,일반처치등) 1 2 23

Table2.ResponseRatesofUsingNationalHealthInsuranceCoveredTreatments

Table3.ResponseRatesofUsingOutofPocketTreatments

Outofpockettreatments Frequency Percent(%) Ranking

첩약 41 82 1

약침 19 38 2

비 여물리치료 2 4 3

처방으로 조사되었으며,그 외 항목들의 사용빈

도는 Table4와 같이 확인되었다(Table4).

5.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비 여

내복약 사용 빈도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사용하는비

여내복약처방 항목들에 하여조사한결과,

소청룡탕을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86%로 가

장 많았으며,통규탕,여택통기탕이56%로 응답

자의 50% 이상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이외의 비 여 한약들의 처방 빈도는 Table

5와 같이 확인되었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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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ResponseRatesofUsingNationalHealthInsuranceHerbalMedicines

InsurancecoveredMedicines Frequency Percent(%) Rankings

소청룡탕 50 100 1

보 익기탕 34 68 2

형개연교탕 31 62 3

연교패독산 22 44 4

삼소음 20 40 5

갈근탕 18 36 6

인삼패독산 15 30 7

행소탕 10 20 8

구미강활탕 9 18 9

시호계지탕 8 16 10

이 탕 8 16 10

소시호탕 6 12 12

갈근해기탕 5 10 13

청룡탕 5 10 13

황련해독탕 5 10 13

시호탕 3 6 16

불환 정기산 2 4 17

오 산 2 4 17

Table5.ResponseRatesofUsingOutofPocketHerbalMedicines

OutofpocketMedicines Frequency Percent(%) Rankings

소청룡탕 43 86 1

통규탕 28 56 2

여택통기탕 28 56 2

감강미신하인탕 17 34 4

육미지황탕 17 34 4

맥문동탕 16 32 6

마황부자세신탕 14 28 7

갈근탕 14 28 7

기타 12 24 9

신이청폐음 10 20 10

패독산 10 20 10

옥병풍산 9 18 12

이 탕 6 12 13

사상처방 6 12 13

이진탕 5 10 15

사군자탕 3 6 16

진무탕 2 4 17

팔진탕 2 4 17

온폐지류단 1 2 19

궤신기환 1 2 19

상국음 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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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ResponseRatesofTreatmentPeriod,FrequenciesandTreatmentTimes

Variables Median Range(5%,95%)

TreatmentPeriod(Weeks) 10 (4,20)

Yearlyfrequencyoftreatments 24 (6,52)

Meantreatmenttimeofeachvisits(mean±SD)

Firstvisit 45.60±16.25

Repeatedlyvisit 27.40±9.77

Symptomrecurrencerateofnextyear(mean±SD) 53.67±16.48

6.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연간

치료기간,치료 횟수,방문 시

치료시간 재발률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 1년동안한

방 의료기 에 내원하는 횟수,기간,소요시간,

재발률등에 하여조사한결과,1년동안치료

기간의 수는 10주로 나타났으며,연간 방문

횟수의 수는 24회, 진 시 소요시간은 평

균 45.60분,재진 시 소요시간은 평균 27.40분,

다음 연도의 재발 확률은 53.67% 등으로 나타

났다(Table6).

7.통년성 알 르기비염에 한

실용임상연구를 한 치료

로토콜 추정

이상의 여,비 여 시술빈도와 여,비

여한약의 처방빈도등을 종합하여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실용임상연구에 사용되기 한 치

료행 의 로토콜을추정한결과,설문응답자

들의 50% 이상이 응답한 결과에 따른 치료 패

키지(1stpackage)는 여항목인 특수침술(비강

내침술),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투약(

여범 내),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조사요법)과

비 여항목인 첩약 투약으로 되어 있으며,한약

처방은 여한약인 소청룡탕,보 익기탕,형개

연교탕과 비 여한약인 소청룡탕,통규탕,여택

통기탕으로 구성될 것으로 사료된다.치료기간

은 약 10주,치료 횟수는 24회, 진 치료시간은

46분,재진 치료시간은 27분으로 설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패키지2(2ndpackage)는설문응답자25%

이상이처방한다고응답한시술과내복약으로 구

성하 다.치료패키지1에 여항목인구술(간

구)과 검사(여범 내),비 여항목인 약침술을

추가하고, 여한약(혼합엑스산제)인연교패독산,

삼소음,갈근탕,인삼패독산과 비 여한약인

감강미신하인탕,육미지황탕,맥문동탕,마황부

자세신탕,갈근탕을 추가하 다.치료기간은 8-

12주,횟수는 16-30회, 진 진료시간은 42.93-

48.27분,재진진료시간은25.79-29.01분으로설정

될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패키지3(3rdpackage)은설문응답자10%

이상이처방한다고응답한시술과내복약으로구

성하 다.치료패키지2에 여항목인부항술(건

식부항),경 침술(사암침),분구침술,침 기자

극술,특수침술(투자법침술),경 침술(자락술)을

추가하고, 여한약 구미강활탕,시호계지탕,

이 탕,소시호탕,갈근해기탕, 청룡탕,황련

해독탕과비 여한약 신이청폐음,패독산,옥

병풍산,이 탕,사상처방,이진탕을추가하 다.

치료 기간은 4-16주,횟수는 8-48회, 진 진료

시간은 41.75-49.45분,재진 진료시간은 25.08-

29.72분으로 설정될 것으로 사료된다(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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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Definingthetreatmentprotocolsaccordingtotheresponserate

Packageofcare 1stpackage* 2ndpackage** 3rdpackage***

Insurancecovered

treatments

특수침술(비강내침술) 구술(간 구) 부항술(건식부항)

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 검사( 여범 내) 경 침술(사암침)

투약(여범 내) 분구침술

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

조사요법)
침 기자극술

특수침술(투자법침술)

경 침술(자락술)

Outofpocket

treatments
첩약 약침 행소탕

Insurancecovered

Medicines

소청룡탕 연교패독산 구미강활탕

보 익기탕 삼소음 시호계지탕

형개연교탕 갈근탕 이 탕

인삼패독산 소시호탕

갈근해기탕

청룡탕

황련해독탕

Outofpocket

Medicines

소청룡탕 감강미신하인탕 신이청폐음

통규탕 육미지황탕 패독산

여택통기탕 맥문동탕 옥병풍산

마황부자세신탕 이 탕

갈근탕 사상처방

이진탕

Treatmentperiod

(week)†
10 (8,12) (4,16)

Numberofvisits

(peryear)†
24 (16,30) (8,48)

Treatmenttime

(firstvisit)‡ 45.60 (42.93,48.27) (41.75,49.45)

(non-firstvisit)‡ 27.40 (25.79,29.01) (25.08,29.72)

*1stpackage:includedlistsover50% responses

**2ndpackage:includedlistsover25% responses

***3rdpackage:includedlistsover10% responses

† listsofmedian,interquartilerange,rangebetween10% and90%,accordingly

‡ listsofmean,75% confidenceinterval,90% confidenceinterval

IV. 고 찰

MacPherson
8)
은 임상 연구 설계는 분명하게

정의된연구가설에맞추어서설계되어야한다고

하 으며,만일연구 주제가일상 인 임상진료

의편익(benefit)을확인하기 해서계획되었다

면,일상 인 임상 상황을 이용한 PRCT가 필

요하다고 하 다.

일상 인임상의상황에기 한PRCT는,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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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사건들을 상으로하고,환자들이일반진

료 장에서치료를받으며,다른병발증이있어도

치료를받을수있고,치료선정시타 이나설득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반면에 ERCT는 형

인 무작 임상연구의 상황에서 고 등에 의해

피험자들이 모집되며,동질한 집단을 상으로

하므로 다른 병발증이 있는 환자들이 배재되며,

치료선정이무작 방식으로이루어지게된다
6)
.

최근 실용임상연구는 국외에서 통 인 서

양의학 치료효과가만족스럽지못한질환

역의연구에서다수사용되고있으며
8)
, 국이나

독일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PRCT에 의한

규모 연구가 시행되었다
7,10)
.

이처럼PRCT가보완 체의학연구 역에서

더 활발하게 용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치료

요소가 총체 으로 결합된 실의 임상진료를

반 하려는PRCT의개념이,환자의상담,진단,

치료 치료반응의재반 을통해치료방향을

연속 으로 재설정하는 보완 체의학이나 한의

학 인 개념과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7)
.

한 PRCT는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한

조군으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실험군과 조

군 모두 재 시행 인 일반치료(usualcare)를

시행하고 실험군에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치

료를추가하는경우가많다.따라서PRCT는여

러 가지 치료법의 묶음 치료(packagecare)를

사용하는데,치료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들의 기

여 정도 보다는 묶음 치료의 총체 효과를 평

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는 향후 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한

방치료에 한 실용임상연구의 로토콜 개발을

하여,효과성 혹은 비용효과성 등을 규명하고

자 하는 한의학 묶음치료(packagecare)를 설

정(defining)하기 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는 2012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추계학회기간 회원들을 상으로배포식설

문조사 방식으로 시행하 으며,총 50명이 조사

에 참여하 다.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설

문조사는통년성알 르기비염의 변증도구개발

연구와동시에진행하 으므로응답자의인구사

회학 특성은 복 게재되었다.

설문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인구사회학 특

성을살펴보면,연령은20 가,교육수 은박사

졸업이,직업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각

각높게나타났으며,면허취득후평균임상기

간은 8.87년으로 조사되었으며,이런 결과는 학

술 회의 특성상 병원에 근무하는 공의들과

문의들이참여가상 으로많았기때문인것

으로 사료되며,일반 인 개원의들에 한 표

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Table1).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보험 여시

술 항목들에 하여 조사한 결과,비강내침술을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92%로 가장 많았으며,

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투약(여범

내),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조사요법)등이 응

답자들의 50% 이상에서 사용하는 시술로 조사

되었고,그 외 항목들의 사용빈도는 Table2와

같이 확인되었다(Table2).

통년성알 르기비염의치료시사용하는비

보험 여시술항목들에 하여조사한결과,첩

약 투약만이 50%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약침

38%,비 여물리치료 4%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Table3).

이상에서확인된 여 비 여시술의분석

결과는 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인

치료술들을 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험 여 한약 처방 여부에 한 조사 결과는

모든응답자들이소청룡탕을 사용한다고응답하

으며,보 익기탕이 68%,형개연교탕이 62%

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50% 이상에서 사용하는

처방으로 조사되었으며(Table4),비 여 한약

처방 에서도 소청룡탕을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

가 86%로가장 많았으며,통규탕,여택통기탕이

56%로 응답자의 50% 이상에서 처방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Table5).

통년성 알 르기 비염의 연간 치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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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0주로 나타났으며,연간 방문횟수의

수는 24회로 조사되었다. 한 진 시 소요

시간은평균45.60분이었으며,재진시의진료시

간은평균27.40분이었으며,다음연도의재발률

은 53.67%로 확인되었다(Table6).

이상에서 확인된 여 비 여 시술

여 비 여처방들은응답률에따라50%이상

이 사용한다고 한 항목들을 치료 패키지 1(1st

package)로 분류하 고,25% 이상인 항목들을

치료 패키지 2(2ndpackage),10%이상인 항목

을 치료 패키지 3(3rdpackage)으로 설정하

다. 한치료시간,횟수,치료시간등의치료행

태에 해서는,가장 제한된 형태인 치료 패키

지 1은 통계 표값들(평균, 수 등)을 제

시하 으며,치료 패키지 2는사분 수(상,하

25%)와±25%의신뢰구간으로구성하 으며,치

료 패키지 3은 상 하 10%와 ±50%의 신뢰구

간으로 구성하 다.

치료패키지(1stpackage)는 여항목인특수

침술(비강내침술),경 침술(일반경 ,아시 등),

투약(여범 내),온냉경락요법(경피 외선조사

요법)과 비 여항목인첩약 투약으로 되어 있으

며,한약 처방은 여 한약인 소청룡탕,보 익

기탕,형개연교탕과비 여한약인소청룡탕,통

규탕,여택통기탕으로구성된다.치료기간은약

10주,치료 횟수는 24회, 진 치료시간은 46분,

재진 치료시간은 27분으로 설정되었다.

치료 패키지 2(2ndpackage)는 치료 패키지

1에 여항목인구술(간 구)과검사(여범 내),

비 여항목인약침술이추가되었고, 여한약(혼

합엑스산제)인 연교패독산,삼소음,갈근탕,인

삼패독산과 비 여한약인 감강미신하인탕,육

미지황탕,맥문동탕,마황부자세신탕,갈근탕이

추가되었다.치료 기간은 8-12주,횟수는 16-30

회, 진 진료시간은 42.93-48.27분,재진 진료

시간은 25.79-29.01분으로 설정되었다.

치료 패키지 3(3rdpackage)는 치료 패키지

2에 여항목인 부항술(건식부항),경 침술(사

암침),분구침술,침 기자극술,특수침술(투자

법침술),경 침술(자락술)이 추가되었고, 여

한약 구미강활탕,시호계지탕,이 탕,소시

호탕,갈근해기탕, 청룡탕,황련해독탕과 비

여한약 신이청폐음,패독산,옥병풍산,이

탕,사상처방,이진탕이 추가되었다.치료 기간

은 4-16주,횟수는 8-48회, 진 진료시간은

41.75-49.45분,재진 진료시간은 25.08-29.72분으

로 설정되었다(Table7).

본 연구는 설문 상 특성상 일반 개원의들의

치료 패턴의 반 이 부족하다는 한계 이 있으

나, 재 임상에서 본 질환을 주로 하는 한방

병원근무자들인 문의와 공의들의비율이응

답자들 92%를 차지하여,치료행 와 처방들

의 선택에 있어서 응답자간 변이가 크지 않다는

장 이 있다.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알 르기

비염에 한 한방 치료의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등의 규명을 한 실용임상연구계획 시, 로토

콜에 용될 묶음 치료(packagecare)의 허용수

과 용방식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2012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추계 학회

기간 회원50명을 상으로실용임상연구

로토콜 개발을 한 문가집단설문조사를시

행하여, 여 비 여 시술 항목들과 여

비 여 내복 처방의 사용 빈도 등과,치료기간

횟수등에 한설문조사를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설문조사 응답자 총 50명의 인구 사회학

특성은 평균 연령이 33.9세이고,면허 취득

후 평균 임상 기간은 8.87년으로,박사졸업

자가 가장 많았으며,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보험 여 시술 항

목의 사용여부에 한 응답률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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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비강내침술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경 침술(88%),투약(76%),경피 외

선조사요법(68%)이 응답자의 50%이상에

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비 여 시술 항목 사용빈도는 첩약투약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약침(38%),

비 여물리치료(4%)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4.보험 여 내복약 사용 빈도는 소청룡탕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보 익기탕

(68%),형개연교탕(62%)이 응답자의 50%

이상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비 여내복약사용빈도는소청룡탕이86%

로가장높은응답을하 으며,통규탕(56%),

여택통기탕(56%)이 응답자의 50% 이상에

서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통년성 알 르기비염의 치료 행태 조사에

서 연간 치료회수와 치료기간의 수는

10주,24회로 각각 나타났으며, 진 소요

시간은 평균 45.60분,재진은 평균 29.40분

으로 각각 조사되었고,다음 연도의 재발

확률은 53.67%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방 시술에 한 근

거창출 임상연구 실용임상연구 등의 설계에

한 기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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