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근거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은 임

상 의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1992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임상 역학자인 고든 기얏

(Gordon Guyatt) 등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이 지

어졌다 1) 지금까지 진단이나 치료가 단편적인

임상 경험이나 질병 메커니즘에 근거한 추론

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근거중심 의학은 이런

점을 반성하고 모든 임상적 판단은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근거중심

의학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보다

임상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 특히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나 메타 분석(meta-analysis)의 결과를 중요시

한다 2)

근거중심 의학은 체계적이지 않은 단편적

임상 경험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에 대하여 반

성적 태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질병 메커니즘

이나 병태생리학적 추론에 근거한 임상 판단

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대신

최신의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한 임상적 결정

을 가장 신뢰한다 결국 근거 중심 의학이란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통용

되고 있는 가장 좋은 근거들을 의도적으로 명

백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것(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current best evidence

in making decision about care of individual

patients)이다 3)

근거(Evidence)는 결론이나 판단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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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kett DL Straus SE Richardson WS Rosenberg WR Hayness RB Evidence-based medicine London
Haricourt 안형식 배희준 이영미 박형근 옮김 근거중심 의학 서울 아카데미아 2004 2쪽에 책은

근거중심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2)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268 2420-2425 근거 중심 의학의 연구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논문으로 근거 중심 의학의 강령에 해당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러한 근거중심 의학의 정의는 2002년 다음 논문에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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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근거중심 의학

은 근거의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여 과학적 근

거(scientific evidence)만 유일하게 근거로 인정

한다 그 동안 의료에서 오랫동안 판단 근거로

이용되어 온 것들 예를 들어 병태생리학적 지

식에 기반을 둔 이론적 근거 의사의 임상 경

험에 근거를 둔 경험적 근거 그리고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근거 등은

근거중심 의학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다 기존 임상 의학이 질병 메커니즘에 근거한

추론을 임상 판단의 근거로 상당 부분 의존하

였다면 근거중심 의학은 임상 경험 특히 체

계화된 임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작위 대

조 시험의 임상 연구나 메타 분석의 결과에 기

반을 둔다 4)

근거중심 의학의 패러다임(paradigm)은 기존

임상 의학의 패러다임과 비교할 때 많은 점에

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근거중심 의학

을 옹호하는 일부 학자는 근거중심 의학의 패

러다임이 기존 임상 의학의 패러다임을 대신

할 것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주장하기5)도 하였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6)

임상 경험과 질병에 대한 지식은 임상 판단

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의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은 그 시대 의

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크게 달랐다 임상적 판

단이 질병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

합리론적 경향이라 할 수 있지만 임상적 판단

이 치료 경험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다면 경험

론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에 나타난

이런 사상은 철학적 의미의 근대 합리론이나

경험론과 다른 점이 있으나 소박한 의미에서

볼 때는 공분모의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철학과 마찬가지로 의학의 역사에서도 질병

개념과 치료를 둘러싼 경험론적 입장과 합리

론적 입장은 줄곧 갈등과 경쟁을 보여 왔다 7)

하레는 과학 철학 의 머리말에서 과학에

있어서 독특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

Hayness RB Devereaux PJ Guyatt GH Clinical expertise in the era of evidence-based medicine and patient
choice Vox Sang 2002 83(suppl 1) 383-386 이 논문에서는 근거중심 의학을 임상 의사가 자신의 임상

적 숙련도(clinical expertise)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가치를 최선의 임상 연구 결과에 통합시켜 적절

한 임상적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Buetow S Kenealy T Evidence-based medicine the need for a new definition J Eval Clin Pract 2000 6 85-

92
5)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앞의 논문 저자들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을 세계관(ways of

looking at the world)이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기존 패러다임에 결함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

6) Haynes RB What kind of evidence is it that evidence-based medicine advocates want health care providers and

consumers to pay attention to? BMC Health Serv Res 2002 2 3-9
Sehon SR Stanley DE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evidence-based medicine debate BMC Health Serv Res

2003 21 3-14

Bribiesca LB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paradigm? Arch Med Res 1999 30 77-79

7) Aschner B Empiricism and rationalism in past and present medicine Bull Hist Med 1945 17 269-288
Newton W Different ways of thinking rationalism and empiricism in modern medicine

http //www law duke edu/pac/newto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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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폭넓은 철학적 문제의 일종임을 보여줌

으로서 과학철학을 철학적 맥락에서 소개하려

고 하였다 과학을 합리적인 기반 위

에 세우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분명히 밝히

는 한편 이 방식들이 결국 두개의 상반된 입

장 즉 경험론적 태도를 견지하는 실증주의와

합리론적 태도를 견지하는 실재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고 썼다 8)

저자는 이러한 입장이 의학에도 적용될 수 있

다고 생각하여 근거 중심 의학의 사상을 의학

철학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의학에 나타난 경험론과 합리론의

전통을 검토하면서 (2)근거중심 의학의 역사

와 (3)근거중심 의학의 사상을 살펴보고 과연

근거중심 의학이 의학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

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합리론자들은 관찰이나 경험의 배후에 존재

하는 실재 개념을 추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성과 논리를 통한 추론의 내용이나

이론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원인은 특정 메

커니즘에 따라 결과를 낳기 때문에 원인이 주

어지면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결과가 있기 마

련이라는 결정론을 주장한다 또한 원인과 결

과 인과 메커니즘이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경험론자들은 관찰하거나 경험한 내

용만이 지식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인과 결

과가 상호 관계가 있더라도 각각은 독립된 사

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인이 같더라도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확률론을

믿는다 그리고 인과 메커니즘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역할은 오로지 현

상을 확인하거나 분류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식론에서 극단적

인 차이를 보이는 만큼 존재론에서도 견해가

대립되었다 합리론자들이 실재론(realism) 혹

은 본질론(essentialism)을 옹호한 반면 경험론

자들은 유명론(nominalism)을 지지한다 실재론

에서는 보편적인 개념이 실재한다고 믿는다

모든 대상과 개념의 뒤에는 이상적인 형상

(ideal form)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재론

을 신봉하는 의사들은 질병이 증상의 원인으

로 존재하고 질병의 배후에는 진행 과정에 대

한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메커니즘(mechanism)

이 실재하며 메커니즘은 물리 법칙이나 화학

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비하여 유명론자들은 보편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름이란 단지 일련의 대상

이나 사건의 특징을 묶은 개념에 지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의학의 경우에서도 질병은 진

단 과정에서 발견된 일련의 특징에 갖다 붙인

단순한 이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이 때 특징

이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형태나 기능

의 이상 혹은 특정 원인 등을 말한다 유명론

자에게 있어서 질병은 구체적인 환자와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항상 질병을 앓

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

을 실체로 생각하는 실재론자들은 질병을 환

자로부터 분리하여 질병 자체 를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어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소

외시킬 수 있다 9)

의학이 질병 이해에 있어서 얼마나 실재론

적인 입장을 고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8) Harre R The philosophies of science an introductory survey Oxford Oxford Univ Press 1972 민찬홍

이병욱 역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85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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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역학 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 사건의 통계

적인 연관성이 밝혀진 경우라도 의학자는 이

사실만으로 인과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역

학 연구 결과는 단지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인

과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가설의 근거로만

이용될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 의학

적으로 규명되는 과정은 사건들 사이에 통계

적인 관련성이 발견되고 거기에 작용하는 인

과 메커니즘이 해명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이

가장 심하던 시기는 17세기이다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가 수학의 논리 세계에 매료되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의 과학을 정당화하

는 합리론적 과학을 발전시켰다면 베이컨과

로크는 관찰과 실험으로 지각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의 과학을 강조하는 경험론적 과학을 발

전시켰다 근대 경험론과 합리론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과학의 한 면만을 주목하고 나머지

다른 면은 간과하게 되었다

뉴턴(Isaac Newton)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여

독특한 실험적 방법을 개발하였다 뉴튼의 실

험적 방법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결론을 이끌

어내는 분석의 절차와 발견된 원인으로 다시

현상을 설명하는 종합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

다 뉴튼은 실험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통합

하여 독특한 경험론을 구축하였고 근대 과학

혁명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뉴튼의 자연 철학

은 실험적 방법에 있어서 데카르트의 사변적

인 자연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때 실험 철학으로 불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자연 과학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10)

자연 과학은 방법론(인식론)의 측면에서는

사변을 중시하는 합리론 철학을 포기하고 관

찰을 중시하는 경험론 철학을 수용하였으나

세계관(존재론)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

되었던 합리론 철학 즉 실재론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결국 전통적인 사변적 실재론은 사라

지고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realism

controlled by empiricism) 11)이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 속에서 질서를 발견

하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보이

지 않는 실재도 받아드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

한 것이다 12)

1) 의학사에 나타난 합리론과 경험론적 경향

히포크라테스가 사망한 후 그리스 의학은

경험론(empiricism) 연역론(dogmatism) 방법론

(methodism)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분파로 나

누어 졌다 13) 이 가운데 카리스터스(Carystus)

의 디오클레스(Diocles)에 의해 시작된 연역론

9) Scadding JG Health and disease what can medicine do for philosophy? J Med Ethics 1988 14 118-124
Scadding JG Essentialism and nominalism in medicine logic of diagnosis in disease terminology Lancet

1996 348 594-596
10) 김국태 김성환 정병훈 과학 혁명과 자연의 재발견 서양 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철학 서울 창

작과 비평사 2001 p 32-67
11) Henrik RW Stig AP Raben R Philosophy of medicine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86 이호영

이종찬 옮김 의학철학 서울 아르케 1999 p 55-74
12) Hooykaas R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손병호 김영식 옮김 서

울 정음사 1988 p 43-65

－ 338－



권상옥∶근거중심 의학의 사상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나 체계를 히포

크라테스 의학에 접목시켜 체질의 종류와 질

병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관찰보다

사변적인 추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합리론

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험론 학

파의 계보가 있다 이들은 기원전 2세기에 코

스(Cos)의 필리노스(Phillinos)와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의 세라피온(Serapion)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연역론 학파와 달리 질병의 궁극

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주

장하면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데 관

심을 쏟았다 이들은 환자의 증상이 예후와 치

료법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임상적 관

찰을 중요시하였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 것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치료 효

과였다 14)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체액설 전통을 이어

받은 중세의 갈렌 의학은 체액의 조화 여부로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체액 병리

설과 기능적 질병관을 주장한 이들은 관찰보

다 추론이나 사변을 통하여 질병 연구를 하였

기 때문에 사변적 합리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건강과 질병을 특징짓는 보편적 원리

혹은 기전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밝히려고 노력

하였다 15)

17세기에 일어난 과학 혁명은 근대 과학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과학 혁명

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과 스콜라 철학

의 자연관은 붕괴되었다 중세의 목적론적이

고 생기론적인 자연관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인 자연관으로 대체되었다 데카르트는 인간

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육체는 기계와 다를

바 없이 역학적인 원리를 따른다는 기계론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육체는 물체에 불과하게

되고 관찰이나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 있

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16)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18세기까지 의료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이 때까지도 연역론과 스콜라 의학의 맥

을 잇는 계보학자(systematist)들은 보편적이고

일원론적인 병리설을 신봉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질병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원인 즉 전체

질병을 관통하는 한 가지 병리학적 조건을 찾

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모든 질병의 원인

을 러시는 혈관의 수축이완 병리로 브루세는

위장염으로 그리고 하네만은 건선이나 옴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변적 계보학자들의 약점

은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성을 전혀 느

끼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이는 사변적 합리론

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지만 질병의 표현 양상이 다양하여 여

러 가지로 보일 뿐이라고 믿었다 17)

영국의 시든햄(sydenham)은 마치 동식물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질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

다고 생각하였다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질병

13) Albert SL Joseph RP An illustrated history 황상익 권복규 옮김 세계의학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

미 1994 p 213-223

14) Dorland s illstrated medical dictionary http //mercksource com/pp/us/cns/cns_home jsp

15) 황상익 역사와 사회 속의 의학 서울 명경 1995 p 146-172
16) 김상환 김성호 이현복 근대 철학의 일반적 성격 서양 근대철학회 엮음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68-85
17) 슈라이옥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이재담 옮김 근세 서양의학사 서울 위드 1999 p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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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 경과를 연구한 시든햄은 생물학자가

동식물의 종류를 분류하듯이 의사도 증상의 특

이성과 유사성에 따라 질병을 감별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시든햄은 여러 환자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근거로 새로운 질병

개념을 제시하였고 처음으로 환자 와 질병

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증상은 질병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질

병을 분류하는 근거로 간주되지 않아 많은 의

사가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관찰한 의사는 없었다 시든햄의 업적

은 질병을 처음으로 객관화시키고 질병의 존

재론적 개념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증상을

기준하여 만든 시든햄의 질병 분류학(nosology)

은 유용한 임상적 방법(clinical method)으로 치

료와 예후 판단에 기여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후계자들은 연관이 없는 질병을 마구 추가함

으로서 질병 분류는 임상적 유용성을 상실하

게 되었다 18)

이런 상황에서 의학자들이 절실하게 추구하

였던 것은 질병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였다 18세기 중반 모르가니

(Giovanni Battista Morgani)는 해부학적 관찰로

연구한 질병의 위치와 원인(The seats and

causes of disease investigated by anatomy) 이라

는 책에서 임상 증상과 사체 해부의 소견사이

에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

로 그 동안 체액의 이상으로 설명되었던 질병

이 기관(organ)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

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파리 임상학파(Paris

clinical school)는 로크의 경험론을 신봉하여

임상적 관찰과 사체 해부를 중요시한 반면 사

변적인 추론은 극도로 자제하였다 임상적 관

찰과 병태 해부학에 근거한 질병 분류는 18세

기의 질병 분류보다 진일보하게 되었다 많은

의사들이 체액 병리학을 거부하고 국소 병리학

을 신봉하게 되었으며 증상에 기초한 18세기

의 질병분류학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진찰을 통한 임상 연구에도 진전이 많

이 있었다 특히 아우엔브루거(Leopold Auebru-

gger)가 개발한 타진법과 레넥(Rene Theophile

Hyacinthe Laennec)이 개발한 청진기는 임상 연

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였다 의료 도구가

사용되면서 진찰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문

진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체

계적인 관찰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

진찰과 부검으로 나타난 변화는 이전과 달

리 질병을 바라보는 의사의 시선(gaze)이 본질

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근대

의학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 의학이

점점 객관성을 지향하면서 의학의 관심도

환자의 이해 에서 질병의 진단 으로 바뀌어

갔다 의학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강조하기 시

작한 것은 당시 과학계의 일반적 풍조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19세기 계몽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찰과 사체 부검에 충실하였던 파리 임상

학파의 의학이 관찰 의학 이라고 한다면 19

세기 후반 마장디(Francis Magendie)와 베르나

르(Claude Bernard)를 중심으로 실험과 검사를

18) Erwin HA Geschichte der medizin New York Abrams 1987 허주 옮김 세계 의학의 역사 서울

민영사 1993 p 163-183 Lester SK Medical thinking a historical preface New Jersey Princeton 1982

이홍규 옮김 의사들의 생각 그 역사적 흐름 서울 고려의학 1994 p 104-114
19) 이종찬 서양 의학의 두 얼굴 서울 한울 1992 p 261-268 이종찬 근대 서양 의학의 역사적 성격

과 구조 이종찬 엮음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서울 명경 1995 p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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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의학은 실험 의학(experimental medi-

cine) 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 임상학파는 경

험론적인 임상 전통을 고집한 나머지 1850년

대 이후로 의학계에서 주도력을 상실하기 시

작하였고 뒤를 이어 독일의 실험 의학이 득세

하게 되었다 파리 임상학파가 질병 존재에 관

심을 기울였다면 실험의학자들은 질병에 따

른 기능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은 사체 부검이 병리 과정의 최종 상태를 보여

줄 뿐 질병 과정 자체 즉 질병 메커니즘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질병

을 정확히 인식하려면 시간 경과에 따른 기능

장애의 연구 즉 병태 생리학(pathophysiology)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르나르는 실험 의학 방법론 20)에서 관

찰 의학이란 병의 경과를 관찰하고 예측하지

만 질병의 진행에 간섭하지 않는 경험주의 의

학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험 의학은 물

리학이나 화학처럼 자연 현상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려는 목적에서

질병 메커니즘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문 이라

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타인이 수집한 관찰

에 대하여 가설을 발표하는 사람도 실험으로

이 가설을 실증하려고 노력을 해야 비로소 유

익하다 그렇지 않다면 실험으로 실증하지

못한 가설 혹은 실증할 수 없는 가설은 체계

를 낳는데 그쳐 다시 스콜라 철학의 방향으로

우리들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실험 의학의

주장은 근대 과학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

으로 근대 의학의 방법론인 생의학(biomedi-

cine)의 완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파리 임상 학파가 질병 존재를 확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면 실험 의학은 질병 메

커니즘과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실험 의학자들은 관찰된 사실에 관심

이 많아 혹시 경험론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파리 임상학파처럼 질병의 존재와 기술

(description)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질병 메커니

즘의 해명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자 로 보아야

한다 21)

2) 근거중심 의학의 역사적 개요

파리 임상 학파에 속하는 피에르 루이(Pierre

Louis)는 발열 질환에 많이 쓰고 있던 사혈

(bloodletting)의 치료 효과에 의문을 품고 객관

적인 통계 기법으로 치료 결과를 연구하여 사

혈이 발열 질환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

다 22) 이 연구는 사변적 추론에 근거한 치료법

의 효과에 의심을 품고 객관적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계량적

연구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임

상 역학23)뿐만 아니라 근거중심 의학의 지지자

들24)은 루이를 각각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의

20) Claude B Introduction a l'etude de la medicine experimentale 1865 유석진 옮김 실험의학 방법론 서울

대광문화사 1996 p 42와 p 244

21) 이호영 이종찬 옮김 앞의 책 p 60

22) Morabia A P C A Louis and the birth of clinical epidemiology J Clin Epidemiol 1996 49 1327-1333
23) 앞의 논문

24) 혹은 루이가 속하였던 파리 임상학파를 근거 중심 의학의 시원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Davidoff F In the
teeth of the evidence the curious case of evidence-based medicine Mt Sinai J Med 1999 66 75-83 안형식

배희준 이영미 박형근 옮김 앞의 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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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임상 역학과 근

거중심 의학의 학문 정신이 같은 뿌리에서 시

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루이가 보인

계몽주의적 회의론(enlightened scepticism) 25)

의 태도는 사변적인 논리로 개발된 치료법에

대하여 치료 효과의 근거를 요구하는 경험론

적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근거중

심 의학의 정신이기도 하다

1938년 죤 폴(John Paul)이 처음 소개한 임상

역학은 예방 의학에 대한 기초 의학으로 시작

되었다 고전 역학이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과 분포를 평가하고 질병의 위험성을 통

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라면 임상 역

학은 이러한 원리를 임상에 적용한 것이다 26)

1946년 라스트(John Last)는 임상 역학이 임상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지만 적용되기 시작한 것

은 1960년대와 70년대 들어서였다 그 이유는

이 무렵부터 임상 연구가 가치를 인정받기 시

작하였고 연구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임

상 역학적인 평가 방법도 개발되었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임상 역학이 바로 임상 의학의

기초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 의학의 주요 관심 분야가 질병 메커니

즘이라면 임상 역학은 질병의 자연 경과에 관

심이 많다 실제로 질병의 자연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성 질환의 발병이나 진행에 관여

하는 위험 인자(risk factor)들이 여러 가지 발견

되었다 위험 인자의 조절은 만성 질환의 예방

이나 질병 진행의 저지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실

제로 질병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인자만 파악되면 질병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27)

1948년 무작위 할당(randomization allocation)

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임상 시험 결과가

처음 논문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스트렙토마이신 항생제는 결핵 치료에 본

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8) 그 이후로 잊

혀졌던 무작위 대조 시험 방법론(randomization

controlled trial methodology)은 1960년경 임상 역

학자들이 더욱 발전시켜 오늘날 임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

한 80년대에 확립된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이나 메타분석(meta-analysis)의 방법론으

로 임상 연구 결과의 평가 방법은 더욱 세련되

어졌다 1981년부터 임상 연구논문의 타당성

에 대한 평가 원칙을 제시한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29) 임상 의사들도 임상 논문의 완

성도나 재현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

고 논문 결과를 자신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신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의료비는 엄청나게 상승하였지

만 건강 증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자 근대

의학이 생활습관 병이나 퇴행성 질환 같은 만

성 질환의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25) Jaeschke R Guyatt GH What is evidence-based medicine? Seminars in medical practice 1999 2 3-7

26) Sackett DL Clinical epidemiology what who and whither J Clin Epidemiol 2002 55 1161-1166
27) Feinstein AR Horwitz RI Problems in the evidence of evidence-based medicine Am J Med 1997 103 52

9-535

28) Haynes RB 앞의 논문

29) How to read clinical journals I why to read them and how to start reading them critically Can Med Assoc

J 1981 124 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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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료의 위기 는 근대

의학의 가치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는 한정된 의료 재

원 안에서 진단이나 치료의 효율성(effective-

ness)을 극대화시키려는 결과평가운동(outcomes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

은 검증된 의학 지식에 근거하여 진료할 경우

의료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편적인

임상 경험이나 의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

보다 통계적으로 입증된 임상 정보를 진료에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운동 역시

근거중심 의학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30)

임상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진단과 치료

에서 병태생리학적 추론의 중요성은 점차 감

소하고 있다 치료는 물론이고 진단도 질병 메

커니즘에 근거하기보다 영상학적 방법이나 표

식자(marker) 혹은 혈청학적 검사를 이용한 통

계적 확률로 판단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현

상은 진단이나 치료 결정이 병태생리학적인

근거보다 통계적 임상 연구 결과에 더 많이 의

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1) 임상 테크놀로지

의 발달로 초기 단계나 무증상의 질병이 많아

져 임상 소견과 병태생리학적 소견의 상호 관

계를 통하여 정립된 근대의 질병 개념은 보완

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근거 중심 의학의 사상

1992년 근거중심 의학의 연구 집단은 기존

임상 의학과 근거중심 의학의 패러다임의 차

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32) 기존 임상 의

학에 필요한 지식은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축

적된 임상 경험 질병 메커니즘이나 병태생리

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전통적인 수련 과정에서

얻는 것이 보통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과학

적 권위의 전통을 인정하고 표준적인 접근 방

식을 선호한다 이에 비하여 근거중심 의학의

패러다임은 체계적인 경험과 직관의 개발(특히

진단 능력에 있어서)을 중요시한다 질병 메커

니즘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문헌 비평을 포함

한 근거중심 의학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다 의학적인 권위에 대한 믿

음은 약한 편으로 의사는 독자적으로 진단이

나 치료의 근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

니라 전문가 의견도 스스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중심 의학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전

제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첫째 임상 결정은 가장 과학적이고 적용 가

능성이 높은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

다 둘째 임상 의사는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해결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역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사고를 통

하여 최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넷

째 이런 근거에서 내린 결론은 임상에 적용되

어 유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30) Relman A The outcomes movement-will it get us where we want to go? New Eng J Med 1990 26 266-270
Tanenbaum SJ Evidence and expertise the challenge of the outcomes movement to medical professionalism

Acad Med 1999 74 757-763
31) Feinstein AR Basic biomedical science and the eestruction of the pathophysiologic bridge from bench to bed-

side Am J Med 1999 107 461-467
32)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앞의 논문

33) Davidoff F Haynes B Sackett D Smith R Evidence based medicine BMJ 1995 310 108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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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의학은 임상 의학을 더욱 과학적

의학으로 만들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

아가 양질의 의료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근거중심 의학은 임상 역학 분야에서 임

상 연구 방법론과 논문의 평가 방법이 개발되

고 의료 정보의 저장이나 검색에 유용한 인터

넷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임상 의학의 방법론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근거중심 의학의 기본

정신은 최선의 임상 연구 결과(best clinical

research evidence)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임상에

유효적절하게 적용하려는 자세에 있다

기존 임상 의학의 패러다임은 질병 메커니즘

의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료란 질

병 메커니즘에 개입하여 질병 진행을 저지하거

나 지연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런 사고방식은 모든 질병에 원인이 존재하며

원인과 결과는 질병 메커니즘에 따라 필연적

인 관계가 있다는 실재론적 사고를 전제로 한

다 이에 비하여 근거 중심 의학은 인과 관계

는 알 수 없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통계적

인 연관성만 있을 뿐이라는 역학적 사고 혹은

확률적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보다 체계화된 임상 경

험에 근거한 치료 판단을 선호한다 체계화된

임상 경험이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나 체

계 분석 혹은 메타 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임상 경험이나 지식을 중요시하는 경험

론에 부합한다 34)

근거중심 의학은 경험론의 입장을 취하고

실재론적인 결과론보다는 유명론적인 확률론

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존 의학의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적 경향과 대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근거중심 의학의 옹호자들

은 근거중심 의학이 임상 의학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대신하여

패러다임의 전환 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 위해서

는 기존 패러다임과 이에 맞선 대안 패러다임

이 존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두 패러다임

은 대립 관계에 있어야 한다 35) 근거중심 의학

은 경험론적 방법론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기존 의학의 실재론적 세계관을 인정하기 때

문에 근거 중심 의학의 패러다임과 기존 의학

의 패러다임을 대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대 의학에 이르기까지 합리론적

사고와 경험론적 사고는 질병 개념이나 치료

법을 둘러싸고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를 보였

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경험론과 합리론의

철학이 과학 의 방법론과 세계관에 있어서 서

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자연 과학

과 의학은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근거중심 의학이 기존

의학의 실재론적 배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확

률론에 근거한 경험론적인 연구 방법론을 강

조하였다는 점은 근거중심 의학의 패러다임이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 의학에 방법론적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질병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의학적 추론을

전개하는 것이 기존 의학이라면 체계적 임상

경험을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근거중심 의학

이다 그러나 체계적 임상 경험은 모든 임상

상황에 맞추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

34) Cohen AM Stavri PZ Hersh WR A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the criticisms of evidence-based medicine

Int J Med Inform 2004 73 35-43

35) Sehon SR Stanley DE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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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체계적인 임상 경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임상 문제에 부딪히면 부득이 질병 메커니

즘에 근거한 추론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이다 판단 과정에서 경험과 추론이 모

두 중요하듯이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서도 임상 경험과 의학적 추론은 필수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근거중

심 의학의 패러다임은 기존 임상 의학의 패러

다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

을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의학의 역사에서 합리론적 사고와 경험론적

사고는 질병 개념과 치료 방법을 두고 서로 대

립하여 왔으며 주로 합리론의 관점이 역사를

주도하여 왔다 전통적인 사변적 합리론의 경

향은 19세기 초 파리 임상학파를 통하여 경험

론의 경향으로 19세기 후반 실험실 의학을 통

하여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의 경향

으로 변화하였다 의학이 근대 과학의 방법론

인 경험론을 받아들이고 질병 메커니즘의 규

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전통을 유지하면

서 의학의 패러다임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의 입장을 취

하게 된 것이다

근거중심 의학이란 임상 의학의 새로운 방

법론이다 지금까지 진단이나 치료가 단편적

인 임상 경험이나 질병 메커니즘에 근거한 추

론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근거중심 의학은 이

런 점을 반성하고 모든 임상적 판단은 최신 임

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경험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파리 임상 학파의 정신을 이어 받은 근거중

심 의학은 확률론에 근거한 경험론의 경향이

강해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의 입장

을 취하는 기존 의학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근거중심 의학의 옹호자들은 근

거중심 의학의 패러다임이 임상 의학에 패러

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 임상 경험은 모든 임상 상황에

맞추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

계적인 임상 경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임상

문제에 부딪히면 부득이 질병 메커니즘에 근

거한 추론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다 결국 적절한 임상적 판단을 위해서는 경

험과 추론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의학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근거 중심 의

학의 패러다임은 기존 의학의 실재론적 세계

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법론적 기여만 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근거중

심 의학은 의학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

지는 못하고 기존 의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색인어∶ 근거중심 의학 경험론 경험론의 통제를

받는 실재론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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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hilos ophical backg round of Ev idenc e- bas ed me dic ine

KWON Sang- Ok*

Through the whole history of medicine there runs a long struggle between two principal

tendencies-empiricism and rationalism The empirical trend lays its emphasis on experience for the

cure of the sick The rationalistic trend lays its main emphasis on mechanism for the causes of

diseases

The term evidence-based medicine(EBM) defined as the consc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the best current ev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individual patients was introduced about ten

years ago The proponents has been described EBM as a paradigm shift that will change medical

practice in the years ahead Bu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value of EBM

The modern medicine following philosophy of modern science such as the realism controlled by

empiricism has developed biomedical model But the EBM wrapped with clinical epidemiology and

statistics represents response of empiricism to the rationalism(realism) The roots of EBM extend back

at least as far as the Paris clinical school and the work of Pierre Louis in Paris in the early 19th

century

Is EBM a paradigm shift?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to specify the alternative with which

we are comparing EBM The alternative to EBM is the basic science approach studying the

pathophysiolological mechanism of the body But EBM is so clearly intertwined with and

complementary to the basic science that it would make little sense to see EBM as a paradigm shift

away from basic science In a sense evidence-based medicine shows only methodological contribution

aimed at improving the gathering and sorting of the best information published by biomedical scientists

and clinical epidemiologists for use in clinical practice Although EBM and the traditional medicine

embody different approaches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competitors In fact the two approach

need each; neither can stand alone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Key Words ∶evidence-based medicine empiricism realism controlled by empiricism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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