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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9년 연말에 시작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시작된 올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특효라는 고춧대, 치료·
예방효과가 있다는 항말라리아약(hydroxychloroquine) 등 근거(Evidence)가 불충분한 내용들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
되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으로 바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거(Evidence)란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임상연구 결과를 의미한다. 타당성
있는 임상연구란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대상자들에게 제공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술이 질병의 치료, 재활, 예방요법
으로 효능/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동료 전문가들이 객관적 검토를
수행한 후 임상문헌으로 발표되어 근거(Evidence)가 된다. 이처럼 어렵게 발표된 근거라 하더라도 연구결과 하나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나 진료지침은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발표된 임상문헌 중에서도 근거수준이 높은 자료를 엄선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예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일
수록 검토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근거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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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평원의 근거기반 의사결정 개요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 설정하기
(예시)

동료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발표된 연구 문헌 검색

연구 종류에 따른 도구로
문헌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인
비평적 질(Quality) 평가

P (대상집단)

I (관심중재)

C (비교중재)

O (임상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항말라리아약을
사용한 환자

다른 약을
사용한 환자

코로나-19
치료 효과 및 이상반응

국외 DB

국내 DB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KoreaMed
KMbase

임상시험(RCT)

그외

Risk of Bias

ROBINS
ROBANS
AMSTAR

그 외 참고자료

결과 요약
관련 전문가 검토 및 논의

임상 학회 의견
제 외국 허가사항
제 외국 보험급여 상황

근거 수준과 권고등급
결정

근거수준

권고등급

어떤 중재의
결과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

어떤 중재의 결과를 평가하여
위해성(Harm)보다 유익성(Benefit)이 더 크거나
작을 것으로 확신하는 정도

[그림 1] 근거기반 의사결정 과정

자료: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문헌활용지침 제6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1) 핵심질문(Key Question) 작성하기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임상문헌검색에 필요한 핵심질문(Key Question)을 작성한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근거 문헌을 찾고 이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질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 환자 또는 문제(Population or Problem), 관심중재(Intervention), 비교중재(Comparator), 임상결과(Outcome)로 일반
적으로 PICO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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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핵심질문이 구성되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상 문헌을 검색한다. 임상 문헌 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국외와 국내로 나눠볼 수 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펍메드(PubMed), 코크란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 이엠베이스(EMbase) 등이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코리아메드(KoreaMed) 및 케이엠베이스(KMbase)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권장한다.

3) 검색전략 수립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맞춰 검색전략을 수립한다. 검색전략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Precision)를 고려하여 비
뚤림(Bias)이 없도록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전략에서 민감도란 찾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된 문헌이 폭넓게 포함
될 수 있는 포괄성을 의미한다. 민감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연관성이 적은 임상문헌까지 검색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문헌 선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이도란 부적절한 문헌을 배제하는 검색 전략으로
민감도와 반대로 특이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관련 있는 임상 문헌까지 검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민감도와 특이
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과적인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PICO에 맞춰 각 데이터베이스의 의학
주제표목(예: PubMed-MeSH, Embase-Emtree)의 용어를 불리언(Boolean)연산자(예: AND, OR, NOT)나 절단연산자
(예: *, “ ”) 등으로 연결하여 검색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검색 전략은 ‘P AND I’로 구성한다.

4) 문헌 선택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문헌 검색을 수행했어도 문헌 중에는 핵심 질문과 적합하지 않은
문헌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핵심 질문에 적합한 문헌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문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문헌
선정 시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헌 선택과 배제 기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사전 계획을 수립
할 때는 PICO를 기초로 연구유형, 보고자 하는 임상 결과, 출판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 사전 계획에 따라
독립적인 2명의 검토자가 검색된 문헌의 제목, 초록 등을 검토하여 1차 문헌을 선정한다. 보통은 동료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며 초록만 발표된 경우 배제한다. 이후 본문을 검토하여 문헌을 선정한다.
2명의 검토자가 선정한 문헌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자와 함께 논의하여 최종 문헌을 선정한다.

5)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문헌의 질(Quality) 평가는 문헌의 내적 타당도 확인을 위해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는
연구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무작위비교임상시험(RCT)은 Cochrane 그룹이 개발한 RoB(Risk of Bias)가 있고 두 가지
버전(1.0, 2.0)이 있다. 비무작위배정연구(non-RCT)의 평가도구는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RoBANS 2.0과 코크란
연합-GRADE 그룹이 공동 개발한 ROBINS-I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진단검사는 QUADAS-2,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경우 AMSTAR 등의 비뚤림 평가 도구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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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요약 및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은 문헌의 질(Quality) 평가가 끝난 임상문헌들의 결과와 주요국의 허가, 급여 상황 및 전문학회의 지침
등 관련 근거 자료를 모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약물치료에 관한
대한감염학회 지침(Ver 2.0)’은 GRADE 방법론을 사용하여 대상 환자의 상태, 권고등급, 근거수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효과 또는 치료효과가 알려진 약제 중에는 스테로이드가 권고등급 A로 강하게 권고되고
이 때의 근거 수준은 중등도(moderate)였다. 렘데시비르, 인터루킨-6는 조건부 권고등급 B로 중등도 근거수준이었다.
인터페론은 조건부 권고등급 B이나 낮은 근거수준이었으며 항말라리아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스로마이신
병용 투여는 권고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의 근거 수준은 높음 수준이었다. 또한 회복기 혈장 투여는 권고보류로 근거
수준은 낮음이었다(표 1).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유행과 ‘대한감염학회 지침’ 버전의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약제의 사용량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코로나19 약물치료에 관한 대한감염학회 지침_중증도분류추가(Ver 2.0)
권고 등급

근거 수준

성분명

대상환자
중증(Severe) 또는 심각한(Critical) 코로나19환자에게
스테로이드(Steroid) 투여 권고

A

중등도

스테로이드

※ 임상적 고려사항
: 스테로이드는 하루 덱사메타손 6mg을 7-10일간 투여하며, 다른
스테로이드를 같은 역가로 대체 투여할 수 있다. (하이드로코티손
150-200mg, 프레드니손 40mg, 메틸프레드니솔론 32mg)

B

중등도

렘데시비르

B

중등도

인터루킨-6

B

낮음

인터페론

C

높음

I

낮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 아지스로마이신

회복기 혈장

산소치료가 필요하지만 인공호흡기나 ECMO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Remdesivir) 사용할 수 있다.
중증 코로나19환자에게 인터루킨-6(interleukin-6, IL-6)
억제제는 임상 시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인터페론은 임상시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HCQ) 단독투여나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 AZM)과의
병합 투여 모두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회복기 혈장 치료에 대한 권고를 보류한다.

자료: 코로나19 약물치료에 관한 대한감염학회 지침_중증도분류추가(Ver 2.0). 대한감염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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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임상문헌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영국(Vosey M et al, 2020)과 미국(아스트라제네카, 2021)의 연구 결과들도 하나 둘 발표되면서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초기 보다 근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하여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신중
함으로 방역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방역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신뢰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발표되는 임상연구 결과의 질 평가는
의학적 지식이 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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