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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vaccin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n,
morbidity, and mortality. In addition to the usual post-inoculation hypersensitivity
reactions including headaches, muscle and joint pain, and fever, especially after the
second shot, the mRNA vaccine has risk of inflammation in the heart and heart lining of some recipients, mostly younger people. And the adenovirus vector vaccine
can induce rare immune thrombocytopenia. Vaccination should be encourag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in individual situation.
Keywords: Adenovirus vector vaccine, COVID-19, mRNA vaccine

Introduct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1],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영국에서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국내에는 2021년
2–5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얀센 코로나19 백신(코비드-19백신 얀센주), 모
더나 코로나19 백신(모더나코비드-19백신주)가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Table 1)[2].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임신부,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도 접종을 시작하였기에[2]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
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COVID-19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정
보와 다양한 대상군에서의 COVID-19 백신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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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백신의 유효성과 안정성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피접종자의 혈청 항체가 감염과 발병을 방지하
는 수준에 이른 사람의 비율로 평가하는 면역원성(immunogenicity)은 효능이나 효과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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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n the key features of COVID-19 vaccines licensed in the KCDC [2].
Platform
Manufacturer
Vaccine name

mRNA
Moderna
Moderna Covid-19 Vaccine
Inj.
Age Group
12 y/o and above
18 y/o and above
Vial
Multiple dose vial
Multiple dose vial
Dose and Frequency
2 doses, 21 days apart
2 doses, 28 days apart
Dosage and route of administration Diluted vaccine 0.3 mL
0.5 mL
Intramuscular injection
Intramuscular injection
Cold chain Requirements
-90°C to -60°C (6 months) -25°C to 15°C (7 months)
Storage Requirements
-90°C to -60°C (6 months) 2 to 8°C (30 days)
2 to 8°C (5 days)
Punctured vial and shelf life
After dilution Up to 25°C
Up to 25°C Within 6 hours
Within 6 hours
Pfizer BioNTech
Comirnaty inj.

Viral vector
Oxford AstraZeneca
Janssen (J&J)
Astra Zeneca Covid-19 Vac- Covid-19 Vaccine Janssen
cine Inj.
Inj.
18 y/o and above
18 y/o and above
Multiple dose vial
Multiple dose vial
2 doses, 4-12 weeks
1 dose
0.5 mL
0.5 mL
Intramuscular injection
Intramuscular injection
2 to 8°C (6 months)
-25°C to -15°C (24 months)
2 to 8°C (6 months)
2 to 8°C (3 months)
Up to 30°C Within 6 hours 2 to 8°C Within 6 hours
Up to 25°C Within 3 hour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KCDC,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교하는 효능(efficacy)과 감염병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평가

0 . 60 %, 모더나 백신은 약 4 만 접종에 이상반응 180 여건으로
0.46%이었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하는 효과(effectiveness)를 확인해야한다.

통증, 부기, 홍반이 있었고 전신반응으로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

온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접종군과 대조군과의 발병률 차이를 비

한, 관절통, 발열, 메스꺼움 등이 있었다.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95% confidence intervals [CI] 90.3–97.6), 모더나 백신은 94.1%,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myocarditis)·심낭염(pericarditis)이 드물게 보고되었다[2]. 주로 12–29세 남성에서 발생하
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4일 정도)에 발생하는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바이러스 백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4%이나, 얀센 백신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

66.9%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3].

림, 실신이 주요 증상이다. 대부분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와 휴식 후

1.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군과 대조군과의 발병률, 중증화율, 치명률, 무증상자의 차
이를 비교하는 효능은 3상 임상시험에서 화이자 백신은 95.0%

감염병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효과는 감염 예

빠르게 호전되었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다.

방, 중증화 예방, 입원률 감소, 사망률 감소 등으로 평가된다. 이스
라엘에서 화이자 2회 접종자 471만여명을 분석한 결과 유증상

COVID - 19 예방효과는 95 . 3 %( 95 % CI 94 . 9–95 . 7 ), 무증상
COVID-19 예방효과는 91.5%(95% CI 90.7–92.2), 입원 예방효과
는 97.2%(95% CI 96.8–97.5), 사망 예방효과는 96.7%(95% CI
96.0–97.3)이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의 예방효과는 80%, 2회 접종 시 예방효과는 90%였
으며, 65세 이상 대상 분석에서는 2회 접종 시 입원 예방효과가
94%다.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시 유
증상 또는 무증상 COVID-19 예방효과는 70%(95% CI 55–85), 2
회 접종 시 85%(95% CI 74–96)로 관찰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수행
한 연구에서 화이자 1차 접종 시 효과가 접종 후 1–14일 사이에는
47%, 15–28일 사이에는 85%였다[4]. 델타형 변이에 대한 효과는
스코틀랜드 연구에서 화이자 2차 접종 시 87.9%[5], 이스라엘에서
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4%였던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델타변이에 대해서는 64%로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6]. 이상반응
신고는 화이자 백신은 약 113만 접종에 이상반응 6,700여건으로
64

2.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코틀랜드인 65세 이상 대상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
종 시 입원 예방효과는 91.0%(95% CI 75.0–94.0)였다. 국내 초기
분석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시 예방효과 90.8%(95% CI

86.5–93.7)였다[3].
델타형 변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스코틀랜드
연구에서 2차 접종 시 59.8%였다[5]. 이상반응 신고는 약 700만 접
종에 1만7천여건으로 0.24%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반응으로는 접
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권태감, 발열, 오심 등으로 나타
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발표한 이상반응에서는 ChAdOx1 nCoV-19 백신이 BNT162b2 mRNA COVID-19 보다 국소
및 전신 부작용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7].
전달체 백신에 의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TTS)은 발생율이 10만명당 1명 정도로 추
정되고,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이 나타나는 희귀한 혈전증이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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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28일 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 권고를 참고해 50
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외 대상이 됐다. 심하거나 2일

12주였으며 우리나라도 12주를 택하고 있다[6]. 근육통, 오한, 발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구토를

열 등 일시적인 이상반응은 교차접종에서 조금 더 흔했다는 연구도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

있고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안전성

통, 지속적인 복통,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문제로 교차접종을 피할 이유는 없다. 얀센 백신은 1차 접종으로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는 혈전 의심

완료이기 때문에 교차접종이라 할 수 없지만, 얀센 백신의 경우도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다[2].

부스터 접종으로서 mRNA 백신의 추가접종(booster shots)이 이루

모세혈관누출증후군(capillary leak syndrome)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누출되어 팔다리가 붓거나 저혈압을 일으킨다. 유럽의약품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고 간격은 독일 8주, 스페인 8–12주, 영국

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본접종 완료 후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

청 안전성위원회는 과거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소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제품 정

연장하기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백신 종

보에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을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추가하도록 권

류와 관계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하고, 가급적 동일 백신으로,

고하였다[8].

접종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다만 얀센 백
신 기본접종자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 가능하다. 기본접종 후

교차접종과 추가접종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
서 백신 수급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증혈전증 등 발생이 확인이 된 금기 대상
이거나, 심근염·심낭염 등 발생으로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기본접종과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추가접종 고려 가
능하다[2].

백신의 강력한 T-세포 반응 유도와 mRNA 백신의 높은 항체가 형

미국 연구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기본접종 완료 후 교

성이라는 각각의 장점을 지닌 교차접종(mix and match or heterol-

차접종을 포함한 추가접종 연구에서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 순

ogous prime-boost COVID-19 vaccines)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접종

으로 중화항체가 높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

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을 절반용량(0.25 mL, 50 ug)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

없지만, 스페인과 독일 연구에서 체액성, 세포성 면역반응의 증가

일 수 있다. 이상반응은 얀센 백신 기본접종자의 경우 주사부위 통

와 중화항체 상승이 보고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아래와 같은 교차접

증과 근육통은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에서 더 흔했고, 불편감과 피

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2].

로감은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에서 더 흔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기본접종자에서는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더 적었

질병관리청의 교차접종 지침

으나, 절반용량의 국내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에서는 다를 수 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 2차 접종은 동일한

(https://pubmed.ncbi.nlm.nih.gov/34671773/) 현재 국내 추가접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음의 예외

종은 기본접종 완료자에 한해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권고하

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1차 접종 백신의 권고 간격에 맞춰 교차

고 있다[2]. 단,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게는 필요하다

접종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50세 이

ㆍ1차 접종 후 금기대상(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상,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등)이 된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진료

관 종사자 일부 등), 18–49세 기저질환자(당뇨 등 내분비장애, 고

및 지도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2차 접종 고려 가능

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 치매

ㆍ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에서 미승인 되었거나 없는 경

등 신경계질환, 간경변 등 소화기질환), 우선접종 직업군(1차 대응

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ㆍ1차 접종 백신 종류를 모르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진행

요원, 사회필수인력,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
력,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등)에 대해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8개월 사이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시행 중이다.

ㆍ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국내에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1차 접
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ㆍ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소아청소년의 감염은 주로 가정, 학교 및 학원 생활 등을 통해 이

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루어지는데, 16세 이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이고, 무증상 감염도

현재 이루어지는 교차접종은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를

예방할 수 있다[8,9]. 젊은 층에서의 부작용 빈도가 비교적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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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 접

고 현재까지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15]. 이런

종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mRNA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센타나 일본 산과부인과학회는 각

백신 접종 후 16세 이상 남성 접종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심근

임신부의 개별화된 감염 위험성과 중증화 위험도, 그리고 백신 접

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10].

종의 이득을 고려해 접종할 수 있다는 지침이다. 임신 전기간에 접

화이자 백신은 12–15세 국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
년 5월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12세 이상

종할 수 있으며 이상반응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가능하다
고 기재되어 있다[16].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이 허가되었다[9]. 우리나라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불임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어서, 접종을

12세 이상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의 허가사항을 변경했고, 10월부
터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이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었다(Table 1)
[11].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접종대상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대한 이익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종을

위한 임신검사나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으며, 임신을 준
비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신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17]. 1
회 접종 후 임신으로 판명된 경우, 2회 접종을 연기할 필요 없이 예
정대로 접종하길 권고하고 있다.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자인 소아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접종에 대해

수유부 및 모유수유 중인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

것이 좋겠다.

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수
유부의 모유에는 빠르면 2주면 IgA 항체, 4주면 IgG 항체가 포함

COVID-19 기감염자에 대한 접종

되어 있으며[18]. 모유수유 중인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OVID-19 기감염자에게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을 1회 접
종한 경우, 항스파이크 단백 항체가가 미감염자보다 10–100배 상
승한다는 보고가 있고, 2회 접종 후에도 미감염자에 비해 약 10배
높은 항체가를 획득할 수 있다[12].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은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증상이

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

나 경증 환자는 중증 환자에 비해 중화항체가가 낮았고, 15% 정도

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

에서는 중화항체가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아직

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감염과 접종 사이에 얼마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

미칠 수 있다는 주의를 주어야 한다[2].

지만, 미국 질병통제센타에서는 감염에서 회복되고 격리 중단 기준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항류마티스약제를 변

을 충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무증상이

경할 필요는 없으나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리톡시맙, 메토

나 경증 환자는 항체가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

트렉세이트, 아바타셉트는 투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

로 조기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

인을 제시했다[19]. 미국류마티스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로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치료)를 받은 경우는 예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진, 프레드니솔론 20 mg/일

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미만 사용 시에는 이들 약제를 변경하지 않고, 백신 접종도 늦추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13].

나 조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20].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

또한 기감염자에서는 미감염자에 비해 접종 후 전신성 부작용

하는 환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에서 항체 형성은 1차 접종

빈도가 화이자 백신에서 2.9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6배 높

후 < 5%, 2차 접종 후 40%, 3차 접종 후 80%에서 확인됐고 항체가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

도 3차 접종 후 더 높았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연구 기간

각된다.

동안 COVID-19도 발생하지 않았다[21].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프
랑스에서는 면역저하자에게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한 접종

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na-

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부는 코로나 19 이환 시 중증화 위험군에 속하는데, 특히 비

의 관리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 지침에서는 면역억제

만이나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거나 고령 임신부에서 더 위험하

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도 정상인과 같은 접종 일정을 따르게

고, 조산이나 태아 사망의 위험도 더 높아진다[14]. 미국에서 임신

되어 있다.

부 대상 mRNA 백신 예방접종 연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국소 이
상반응 빈도는 조금 더 흔했지만, 발열 등 전신 이상반응은 더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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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예방접종

Discussion

영국왕립외과대학에서는 응급 수술일 경우 접종과 무관하게 수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은 매우 높고, 아나필락시

술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비응급 정규 수술일 경우 백신 접종 후

스와 혈소판감소성자반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바로 가능한데, 발열 등 접종 후 이상반응과 수술 후 염증 등과의

중증 이상반응은 드물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감별을 위해 수일(1주일 정도) 간격을 둘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 필요하다. 아직 장기적인 유효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분명한

[22]. 다만, 이는 백신 이상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백신 효과나

점은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개인의 감

수술 자체에 대한 영향 측면의 근거나 권고는 아직 없다.

염 예방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
도 많은 사람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국가의 접종계획

예방접종과 해열제 복용
백신 접종 전, 접종과 함께, 접종 후 증상이 발생하기 전의 해열
진통제의 예방적 사용은 현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에 따라 적합한 백신을 적절한 방법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과 변이형의 출현으로 COVID-19의 유행
이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손씻기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과 사회
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있다. 예방적 아세트아미노펜 투여가 백신의 면역원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23]. 다만, 접종 후 발열, 전신통
증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24], 이
런 경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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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하지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보면, 접종 후 이상반응에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했고 여기에는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면역원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7].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은 모든 허가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과 NSAIDs를 적절
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1년 6월 25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뿐만 아니라 NSAIDs도 복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추가했다[25]. 기존에 류마티스질환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복용 중
인 경우 질환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면 접종 24시간 전에 중
단하고, 대신 접종 후 이상반응 완화를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다[20].

References
1. Korea Disease Contorl and Prevention. COVID-19. [cited 2021
Oct 31]. Available from: https://ncov.mohw.go.kr/.
2. Korea Disease Contorl and Prevention. COVID-19 vaccines.
[cited 2021 Oct 15]. Available from: https://ncv.kdca.go.kr/.
3. Choi W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field application
of COVID-19 vaccine. Korean J Med. 2021;96:155-9.
4. Amit S, Regev-Yochay G, Afek A, Kreiss Y, Leshem E. Early rate
reductions of SARS-CoV-2 infection and COVID-19 in
BNT162b2 vaccine recipients. Lancet. 2021;397:875-7.
5.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advises against use of
COVID-19 vaccine Janssen in people with history of capillary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간격 및 동시접종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leak syndrome. [cited 2021 OCT 30]. Available from: https://
www.ema.europa.eu/en/news/ema-advises-against-use-covid19-vaccine-janssen-people-history-capillary-leak-syndrome.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

6. Sheikh A, McMenamin J, Taylor B, Robertson C. SARS-CoV-2

하는 것을 권고하고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Delta VOC in Scotland: demographics, risk of hospital admis-

유지를 권고하였으나, 최근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sion, and vaccine effectiveness. Lancet. 2021;397:2461-2.

않고 있다[2]. 미국에서는 다른 예방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

7. Kim SH, Wi YM, Yun SY, Ryu JS, Shin JM, Lee EH, et al. Ad-

고, 필요한 경우 동시접종도 허용하고 있으며[26], 영국은 잠재적

verse events in healthcare workers after the first dose of ChA-

이상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은 피하고 최소 1

dOx1 nCoV-19 or BNT162b2 mRNA COVID-19 vaccination: a

주일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는 조정의 여지

single center experience. J Korean Med Sci. 2021;36:e107.

를 두고 있다[27].

8. Hall VJ, Foulkes S, Saei A, Andrews N, Oguti B, Charlett A, et al.
COVID-19 vaccine coverage in health-care workers in England
and effectiveness of BNT162b2 mRNA vaccine against infection

http://www.e-kmj.org

67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e

(SIREN): a prospective, multicentre, cohort study. Lancet.
2021;397:1725-35.

nation or infection does not cause sterility. F S Rep. 2021;2:253-5.
18. Pace RM, Williams JE, Järvinen KM, Belfort MB, Pace CDW,

9. Frenck RW, Klein NP, Kitchin N, Gurtman A, Absalon J, Lock-

Lackey KA, et al. Characterization of SARS-CoV-2 RNA, anti-

hart S, et al. Safety, immunogenicity, and efficacy of the

bodies, and neutralizing capacity in milk produced by women

BNT162b2 COVID-19 vaccine in cdolescents. N Engl J Med.

with COVID-19. mBio. 2021;12. DOI: 10.1128/mBio.03192-20.

2021;385:239-50.
10. Vogel G, Couzin-Frankel J. Israel reports link between rare cases
of heart inflammation and COVID-19 vaccination in young

19. Korean College of Rheumatology. COVID-19 vaccination guideline. [cited 2021 Nov 1]. Available from: https://www.rheum.
or.kr/board/list.html?num= 2843&code= notice.

men. Science. 2021;10. https://www.sciencemag.org/news/2021/

20. Curtis JR, Johnson SR, Anthony DD, Arasaratnam RJ, Baden LR,

06/israel-reports-link-between-rare-cases-heart-inflamma-

Bass AR, et al.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guidance for

tion-and-covid-19-vaccination.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rheumatic and muscu-

11. Kang HM, Choi EH, Kim Y-J. Updates on coronavirus disease-2019 vaccine and consideration in children. Pedi Infec and
Vac. 2021;28:7-20.
12. Manisty C, Otter AD, Treibel TA, McKnight Á, Altmann DM,
Brooks T, et al. Antibody response to first BNT162b2 dose in
previously SARS-CoV-2-infected individuals. Lancet.
2021;397:1057-8.
13. Krammer F, Srivastava K, Alshammary H, Amoako AA, Awaw-

loskeletal diseases: version 2. Arthritis Rheumatol. 2021;73:e3045.
21. Kamar N, Abravanel F, Marion O, Couat C, Izopet J, Del Bello A.
Three doses of an mRNA COVID-19 vaccine in solid-organ
transplant recipients. N Engl J Med. 2021;385:661-2.
22. Griffin SM, Mortensen N, Taylor J. Vaccinated patients guidance.
[cited 2021 Nov 1]. Available from: https://www.rcseng.ac.uk/
coronavirus/vaccinated-patients-guidance/.

da MH, Beach KF, et al. Antibody responses in seropositive per-

23. Prymula R, Siegrist CA, Chlibek R, Zemlickova H, Vackova M,

sons after a single dose of SARS-CoV-2 mRNA vaccine. N Engl

Smetana J, et al. Effect of prophylactic paracetamol administra-

J Med. 2021;384:1372-4.

tion at time of vaccination on febrile reactions and antibody re-

14. Galang RR, Newton SM, Woodworth KR, Griffin I, Oduyebo T,
Sancken CL, et al. Risk factors for illness severity among preg-

sponses in children: two open-label,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Lancet. 2009;374:1339-50.

nant women with confirmed SARS-CoV-2 infection - surveil-

24. National Health Service. Coronavirus (COVID-19) vaccines

lance for emerging threats to mothers and babies network, 20

2020. [cited 2021 Nov 1]. Available from: https://www.nhs.uk/

state, local, and territorial health departments, March 29, 2020

conditions/coronavirus-covid-19/coronavirus-vaccination/.

January 8, 2021. medRxiv. 2021. DOI: 10.1101/2021.02.27.212

25. Ministry of Health Law. COVID-19 Q&A. [cited 2021 Nov 01].

52169.

Available from: https://www.cov19-vaccine.mhlw.go.jp/qa/.

15. Shimabukuro TT, Kim SY, Myers TR, Moro PL, Oduyebo T, Pa-

26.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terim clinical con-

nagiotakopoulos L, et al.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siderations for use of COVID-19 vaccines. [cited 2021 Nov 1].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 Engl J Med.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

2021;384:2273-82.

cal-considerations/covid-19-vaccines-us.html.

16. Jap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nsider

27. Public Health England. COVID-19 vaccination programme

COVID-19 vaccinations for pregnant women and those who

guidance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cited 2021 Aug 6]. Avail-

wish to be pregnant. [cited 2021 Oct 31]. Available from: http://

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www.jsog.or.jp/modules/jsogpolicy/index.php?content_id= 10.

covid-19-vaccination-programme-guidance-for-healthcare-

17. Morris RS. SARS-CoV-2 spike protein seropositivity from vacci-

68

practitioners.

http://www.e-kmj.org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이해
손창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Understanding of Glucocorticoid Induced
Osteoporosis
Review Article
pISSN 2092-8335 · eISSN 2733-5380
Keimyung Med J 2021;40(2):69-72
https://doi.org/10.46308/kmj.2021.00164

Received: October 29, 2021
Revised: November 9, 2021
Accepted: November 9, 2021

Corresponding Author:
Chang-Nam Son, M.D., Ph.D.
Division of Rheum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ongsan Medical
Center, 103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7733
Fax: +82-53-258-4976
E-mail: cnson@kmu.ac.kr

Chang-Nam S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Glucocorticoids are effective for many inflammatory diseases, but long-term use can
lead to osteoporosis and resulting fractures. An initial evaluation of fracture risk
should be done within six months of starting glucocorticoid use, and fracture risk
should be evaluated every 12 months after long-term use. Adequate calcium and vitamin D administration are required when taking 2.5 mg prednisolone daily for
more than three months. Bisphosphonates, teriparatide, and denosumab can be used
when there is a moderate or higher fracture risk due to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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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염증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역억제
제이다[1].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자가면역질환 뿐만 아니라 폐질환, 혈액질환, 장기이
식 등 많은 염증질환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은 여러 부작용이 있으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3]. 그중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과 그에 따른 골절은 중요한 부작용 중 하
나이며,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이차 원인이다[4]. 글루코코티토이드에 의한 진통 효과
때문에 골절이 생겨도 많은 경우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에 중
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최신 지견
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역학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장기간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1.2% 정도이다
[5].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0일이상 장기적
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처방 받은 환자는 2002년 0.16%에서 2015년 0.54%로 증
2021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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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6].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 자체가 골절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장기간 글루
코코티코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의 30–50%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 하루 용량 및 누적 용량이 많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
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를 중단하면 골절 위험은 감소하지만 치료 이전으로의 복
귀는 알 수 없다. 경구 글루코코티코이드 하루 15 mg 이상 또는 누적 용량 1 g 이하를
투여 받은 환자는 골절 위험이 다소 증가했지만 고관절 골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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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글루코코티코이드 하루 30 mg 이상 또는 누적 5 g 이상
에서는 고관절과 척추 모두에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개발한 한국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의하
면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 시작 6개월 내에 골절위험도를 평가하
여, 위험도를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한다[8]. 40세 이상

병리기전

의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중인 환자들은 글루코코티코이드 용량
보정 값 FRAX 10년 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 10%와 대퇴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먼저 파골세포 생성을 증가시킨다. 골흡수

골 골절 위험도 ≤ 1% 경우를 낮은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

를 일으키기 위해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험도 10–19%와 대퇴골 골절 위험도 1% 초과, 3% 미만 사이를 중

ligand(RANKL)과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의 발현이
증가하고 osteoprotegerin은 감소한다[7]. 그 다음으로 골모세포를

등도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 20%이고 대퇴골 골절
위험도 ≥ 3% 경우를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였다. 이전 골다공증성

감소시킨다.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세포질을 통과하여 글루코코티

골절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도 대퇴골 또는

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세포핵 안으로

척추 골밀도 T 값 ≤ –2.5인 경우는 높은 위험도에 포함된다. 또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 Casapase-3 경로의 활

sclerostin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Wnt 신호전달계가 억제되

40세 미만의 경우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
는 경우에는 낮은 위험도, 대퇴골 또는 척추 골밀도 Z 값 < –3.0 또
는 빠른 골소실(1년 동안 대퇴골 또는 척추에서 10%이상) 그리고

어 골모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per-

7.5 mg/일 이상의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의 발현을 증가시켜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위험도, 이전 골다공증성 골절력이 있는 경

전구세포가 골모세포보다 지방세포로 더 분화하게 유도하기 때문

우에는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계속

에 상대적으로 골모세포의 분화 및 형성을 감소시킨다.

복용하는 환자는 매년 골절 위험도를 재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검사

치료

골밀도 검사

비약물적 치료

성화는 골모세포의 분화 및 생존의 주요 조절자인 dickkopf-1과

이중에너지 방사선 측정법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정량적 영상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은 가역적이므로 가능한 적은

검사이다. 주로 요추, 고관절, 팔뚝 원위부를 측정한다. 글루코코티

용량의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글

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에서 골밀도의 초기 변화는 소주골이 풍부한

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골절의 위

요추에서 흔히 발견된다. 글루코코티코이드 투여 후 첫 3–6개월

험의 감소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

사이에 급속한 골량의 감소가 일어나며, 초기 투여 일년 동안 골량

용할 때는 운동, 식이 조절, 금연, 금주 등의 비약물적 치료도 병행

의 감소는 약 6–12%에 이른다[7].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을

해야 한다. 하루 2.5 mg 이상의 프레드니솔론을 3개월 이상 복용중

지속하는 경우 일년마다 골량의 감소가 약 3% 정도 추가적으로 발

인 성인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 복용이 필요하다. 매일 칼슘

생한다.

1,000–1,200 mg과 비타민D (하루 800 IU, 혈중 비타민D 농도 20
ng/mL 이상 유지)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8].

골대사지표
혈청 오스테오칼신 수치는 골 형성의 다른 지표들과 유사하게

약물치료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후 몇 시간 이내에 감소한다. 장기간 글루

한국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의하면 40

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면 혈청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치료 전 수치

세 이상의 성인에서 중등도 이상의 골절위험이 있을 경우, 비스포

대비 30%까지 낮아진다.

스포네이트, 테리파라티드, 데노수맙 사용을 권한다. 경구 비스포
스포네이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나 불가능한 경우 주사 비스

골절 위험도 평가

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한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치료

골다공증 치료제의 사용 결정은 환자의 절대 골절 위험도에 근

에 있어서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근

거한다. FRAX(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https://www.shef.

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 중등도 이상의

ac.uk/FRAX/tool.jsp)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골절 위험도 평
가 도구이다[1]. FRAX는 골밀도 검사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 임상
위험 요소를 사용하여 10년 골절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글루코코
티코이드 사용은 FRAX에 임상적인 골절위험인자이다.
2018년 발표된 대한류마티스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가 공동으로

골절 위험이 있고 기존 치료가 어려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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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스포스포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hydroxyapatite에 결합하여 파골세포를 억
제하는 효과가 있다[1].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글루코코티코이드 유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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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골다공증에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다.

공증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글루코코티코

하지만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시작 직후에 빠른 골 흡수 과정을

이드는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하고 적은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지속

보이는데, 이 과정을 억제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시작 후 나타나는

적으로 사용할 때는 골절 위험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글루코코티

골밀도를 조기에 호전시킬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글루코코

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인자인 골세포의 세
포자멸사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렌드로네이트, 리
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 모두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복용하는 환
자에게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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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갑상샘호르몬
부갑상샘호르몬은 칼슘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골모세포 생성과 활성을 촉진한다[4]. 테리파라티드는 폐경기 여성
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 1–34 재조합 사람 부갑상샘호르몬이
다[10]. 골모세포 형성의 감소와 골모세포 세포자멸사의 증가가 글
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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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감안할 때, 테리파라티드는 생리학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
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에 이상적인 약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 약제가 고가인 점, 급여기준이 까다로운 점, 매주 또
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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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oblastoma multiforme (GBM) is the most lethal type of brain tumor and its prognosis was extremely poor. Here, we studied the clinical and prognostic value of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TERT) and GA Binding Protein Transcription Factor
Subunit Beta 1 longer (GABPB1L) mRNA expression in GBM by using open big
data. In total 152 GBM patients, gene expressions were downloaded from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data and its valu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CGA
data showed that GABPB1L mRNA expression levels did not correlate with those of
TERT mRNA (r = -0.027, p = 0.744). GABPB1L and TERT expressions in GBM
were associated with subtype by gene expression. GABPB1L (562.7 ± 76.8 days vs.
479.1 ± 5.8 days, p = 0.401) and TERT (468.1 ± 43.6 days vs. 565.3 ± 75.8 days, p =
0.403) expression was not associated with GBM prognosis. However, disease-free
survival was tended to be different in GBM patients according to TERT and GABPB1L expressions though it did not get statistical significance (2122.6 ± 160.2 days vs.
1381.1 ± 244.0 days, p = 0.072). These genes may contribute to the GBM pathogenesis and its further study should be performed in GBM patients and cell lines.
Keywords: GABPB1L, Glioblastoma, TCGA, TERT

Introduction
Glioblastoma multiforme (GBM) is the most lethal type in primary brain tumors, with most patients dying within one year after initial diagnosis. Its treatment as surgery with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has induced 2 and 5
years survival rates of 25 and 10%, respectively [1]. Moreover, clinical trials
have validated only limited benefits of targeted regimens, because of invasive
nature and low proliferative activity of GBM [2].
Transcription factors have chief roles in the regulation of cell development
and maintenance; they are essential for cell maintenance, proliferation and
apoptosis [3]. In these factors, GA-binding protein A forms a heterotetramer
complex with its partner GA Binding Protein Transcription Factor Subunit
Beta (GABPB) 1 or GABPB2; GABPB1 gene encodes the GABPB1 with its isoforms GABPB1-longer (GABPB1L) and GABPB1-shorter as the products of a
different mRNA splicing. Similar to many other E-twenty-six (ETS) factors,
they also had oncogenic activities and were associated with the pathogenesis of
leukemia, prostate cancer, and other malignancies [4-6]. Recent study introduced novel role of GABPB1L and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TERT) in
GBM [7]. When combined with temozolomide chemotherapy, inducible GABPB1L knockdown and the associated TERT reduction led to an impaired DNA
damage response that resulted in profoundly reduced growth of GBM tumor in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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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The expression level of TERT and GABPB1L in GBM was assessed using TCGA’s data portal (https://tcga-data.nci.nih.gov/
tcga/) on July, 2021. TCGA is a public online database consisting
of publicly available microarray data. The RNA-seq gene expression dataset and the clinicopathological parameters for the
TCGA GBM were downloaded from the UCSC Xena Browser
(https://xena.ucsc.edu/, date last accessed on July 2021). The
evaluated GBM of RNA-seq dataset was included 152 samples.
Gene expression was measured by Affymetrix HT Human Genome U133a microarray platform and its expression level was
calculated as log2(x). This study met the publication guidelines
provided by TCGA (https://www.cancer.gov/about-nci/organization/ccg/research/structural-genomics/tcga/using-tcga/citing-tcga, date last accessed on 31 July 2021).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higher and lower groups by
cut-off value for the median expression of each gene. And its
clinicopathological values were analyzed by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w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ERT and GABPB1L. Survival analysis was estimated using the Kaplan-Meier univariate
analysis by the log-rank test. Overall survival was defined as
the time between diagnosis and mortality and disease free sur-

vival was defined as the time between diagnosis and disease
recurrence.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SPSS
version 26.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and
p-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Expression data were downloaded from TCGA’s data portal
(https://tcga-data.nci.nih.gov/tcga/) on July, 2021. TCGA data
indicated that GABPB1L mRNA expression levels did not
correlate with those of TERT mRNA (r = -0.027, p = 0.744,
Fig. 1). The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ABPB1L and TERT
expressions in GBM were summarized in Table 1. Their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subtype by gene expression in
150
120
TERT Expression

vivo. Our previous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GBM with
TERT mutation had self-renewal capacity inducing longer
telomere and poorer survival result [2]. However, this hypothesis was not observed in cancers using big data.
Here, we analyzed prognostic value of TERT and GABPB1L
mRNA expression in GBM, based on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data. And the correlation between GABPB1L and
TERT mRNA expressions was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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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 correlation between GABPB1L and TERT mRNA
expression in glioblastoma.
TERT,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GABPB1L, GA Binding
Protein Transcription Factor Subunit Beta 1 longer.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ERT and GABPB1L mRNA expression in glioblastoma

Gender
Male
Female
Subtype
Classical
Mesenchymal
Neural
Proneural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scale

High

TERT
Low

50 (50)
26 (50)

50 (50)
26 (50)

p-Value
1.00

High

GABPB1L
Low

49 (49.0)
27 (51.9)

51 (51.0)
25 (48.1)

p-Value
0.732

0.007
24 (64.9)
19 (38.8)
9 (33.3)
24 (64.9)
75.0 ± 15.2

13 (35.1)
30 (61.2)
18 (66.7)
13 (35.1)
76.3 ± 13.6

0.626

0.031
18 (48.6)
19 (38.8)
13 (48.1)
26 (70.3)
77.8 ± 12.8

19 (51.4)
30 (61.2)
14 (51.9)
11 (29.7)
74.3 ± 16.1

0.368

TERT,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GABPB1L, GA Binding Protein Transcription Factor Subunit Beta 1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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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A data.
Furthermore, the prognostic value of GABPB1L and TERT
mRNA expression was analyzed in GBM the basis of TCGA
data. GABPB1L (562.7 ± 76.8 days vs. 479.1 ± 5.8 days, p =
0.401) and TERT (468.1 ± 43.6 days vs. 565.3 ± 75.8 days, p
= 0.403) did not have prognostic value. Then, we classified
GBM patient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GABPB1L and
TERT expression. The overall survival rate was not different
in these groups. However, disease-free survival was tended to
be different in GBM patients (Fig. 2). GABPB1L-high and
TERT-high groups showed better survival results compared
to other groups though it did not get statistical significance
(2122.6 ± 160.2 days vs. 1381.1 ± 244.0 days, p = 0.072).

Discussion
Genetic studies in GBM patients have revealed various genetic alterations, including isocitrate dehydrogenase gene mutations and mutations in the promoter region of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gene [8,9]. TERT promoter mutations produced novel binding motifs for E26 transformation-specific/
T-cell factor transcription factors, and increased transcriptional activity inducing telomere elongation [2,10].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ERT mutation generated a purine-rich
GGAAG binding site for the transcription factor GA-binding
protein of the ETS family and GABPB1L activated TERT promoter mutation [7,10,11]. It indicated these genetic changes
were associated each other and it contributed to GBM progression. For a first time,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GABPB1L and TERT mRNA expression in GBM and their
clinicopathological and prognostic values were investigated.
TERT-high or GABPB1-high (n=43)

Disease free survival

1.0
0.8

Either TERT-low or GABPB1-low (n=109)

0.6
0.4
0.2
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Days

Fig. 2. Disease free survival of glioblastoma according to TERT
and GABPB1L expressions.
TERT,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GABPB1, GA Binding
Protein Transcription Factor Subunit Beta 1.
http://www.e-kmj.org

Unlike previous study [7], we found a no association between TERT and GABPB1 expression. Recent study report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ERT and GABPB1 expression
in grade III gliomas [12]. Interestingly, clinicopathological
parameter of subtype showed a similar pattern with TERT (p
= 0.007) and GABPB1L (p = 0.031) expression levels.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that TERT expression induced
poorer prognosis via cancer progression [1,2,5]. However, big
data demonstrated that both TERT and GABPB1L expression
did not have any prognostic values. Moreover, according to
our stratified classification by TERT and GABPB1 expression,
their higher expressions showed a better prognostic value in
disease free survival. Though TCGA data did not include the
information such as chemotherapy, big data from GBM patient tissues may be different with cell line study [7]. Therefore, the paradoxical effect of TERT and GABPB1L in cancer
study should be confirmed further. The biological functions
of TERT and GABPB1 regulation are of great interest for further studies in various cancers.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TERT and GABPB1L may
have clinical values in GBM patients. We suggested that TERT
and GABPB1L may represent valuable biomarkers to predict
GBM prognosis. Further investigations are warranted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function in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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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Kyoung Kim4, Ha-Young Jung2, Won-Kyun P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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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lect the proper assessing methods for learning outcomes in undergraduate education of medical humanities (MH), and to evaluate
whether student assessments in MH curricula are related to the graduate outcomes
(GO)and/or periodic phase outcomes (PO). We searched the reasonable assessing
methods for GO and PO of MH curricula of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USM). The outcomes are composed of six competencies including patient
care, communication, patient support, professionalism, problem solving and research, and self-development. Then, we analyzed whether student assessments carried out during formal MH curricula properly achieved their PO, furthermore their
GO. Four competencies including communication, patient support, professionalism,
self-development were lightened to be closely related to outcomes for MH. Only the
component of problem solving was settled to be related to MH in the competency of
problem solving and research. The competency of patient care was exclud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MH. The assessing methods for the GO and three PO recommended from educational experts, and there were various available assessing methods based on medical situations and clinical contexts including direct observation of
clinical skills, 360 degree feedback, peer review, self-assessment, project-based assessment, portfolio-based assessment, discussion & presentation-based assessment,
log-based assessment. For the outcome-achieving from formal MH curricula, the
MH programs of phase-1 (1st and 2nd grades) almost accomplished the PO of communication, patient supporting and professionalism, and considerably accomplished
the PO of problem solving and self-development. The MH programs of phase-2 (3rd
and 4th grades) accomplished considerably their PO as the competencies of professionalism and problem solving, and partially as communication, patient supporting
and self-development. However, as only one program, public health law, was provided for MH program in phase-3 (5th and 6th grades), the extra methods to evaluate
their MH outcomes are needed. Many assessing methods can be available for the
most MH competencies consisting of the GO of KUSM, and the proper ass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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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for each MH competency should be selected based on programs and learning contexts in MH education. While formal MH curricula of the school variously
accomplished the MH competencies of GO according to periodic phases of curricula, it is recommend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evaluation for
GO in MH curricula of the school.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evaluation for GO
in MH curricula of the school.
Keywords: Graduate outcome, Medical humanities, Phase outcome, Student evaluation

Introduction

서 일차적으로 졸업성과와 시기성과를 개발하였고(Table 2),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문 통합교육과정의 내용(scope)과 배열(sequence)

근대의학에서는 의학적 관심이 환자에서 질병으로 전환하면서

에 대한 개발을 하였다. 그러나 의료인문 통합교육과정의 개발 과

의과학(medical science)과[1] 의료술기의 발전으로 의사는 환자돌

정을 살펴보면 의료인문과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기존 교과

보기(patient care)보다 질병치료에 몰두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인문 관련 학점만 확대하고 일부 교

환자는 의견이 무시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2]. 의

과목을 보완하여 졸업성과와 시기성과에 꿰어맞추는 방식이었기

과학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어 그 노력의 일부는

때문에 졸업성과와 시기성과를 기반으로 의료인문 교육과정을 개

1960~70년대 의사학, 의료윤리학, 의료사회학 등이 인문학 과목과

발하는 방식과의 사이에 성과의 평가에서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

함께 의학교육에 도입되거나 다른 노력으로는 인문학 과목들이 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인문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타당하고 신

나의 학문으로 통합된 의료인문학(medical humanities)으로 도입되

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기본의학교육(basal medical edu-

었다[2]. 의료인문학이란 현대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cation, BME)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문 역량에 대한 평가방법

되살려 인문학적 측면에서 의학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통

들을 조사하여 계명의대의 졸업성과, 그리고 시기별 성과의 달성

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 즉 의학의 인간적인 면을 간학문적(inter-

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평

disciplinary)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3]. 의료인문학은 기본적으로

가방법들이 동 대학의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

의과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을

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통합한 온전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생의학적 패러다임을 극복하
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따라서 의료인문 교육(education of medical humanities)이란 의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의과대학생이 의료인문적 자질을 배양할

Materials and Methods
가. 국내외 의료인문 역량 측정방법 검색과 실용성 검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인문 교육

계명의대 학생이 의료인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졸업성과와 시기

의 목적은 의과대학생이 의학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측면에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의료인문 교육과정에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며, 과학

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방법이 졸업성과와 시기성과에 포함된 의료

과 인문학을 통합한 온전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에서 인

인문 역량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 조사하였다. 우선, 의료인문 관

간중심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5]. 즉, 의료인문 교육을

련 성과(이하 의료인문 성과라 함)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배려와 책임감을 갖춘

평가방법을 조사하였다. 인문학적 성과에 대한 측정방법으로는 우

의료전문인을 배양하는 것이다[6]. 그럼에도 의료인문 교육이 일반

선적으로 정의적 영역(태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생각할 수 있겠으

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의료인문 교육의 개념, 범위, 내

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교원의 대부분이

용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못하다[7]. 일반적으
로 의학사, 의료윤리학 이외에 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학, 역
사학, 철학, 윤리학, 문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예술학, 의사소
통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40개 의과대학에서 의
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은 Table 1과 같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2013학년도에는 의예과 의료인문 통합

Table 1. Education subjects related to medical humanities in
Korean medical schools
공감과 의사소통, 법의학, 생명윤리, 인성교육실습, 의료면담, 의료사회심
리학, 의료사회학, 의료윤리, 의료인문학세미나, 의료커뮤니케이션, 의료
프로페셔널리즘, 의사소통기술, 의사와 리더십, 의사와 사회, 의사학, 의
철학, 의학과 예술, 의학심리학, 환자-의사-사회 등

교육과정과 의학과 의료인문 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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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aduate outcomes and related periodic outcomes in a medical school
역량

졸업성과 정의

진료

질병이나 증상 및 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하
고, 응급구명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
치를 할 수 있다.

구분
시기1
시기2
시기3

의사소통

환자와 보호자, 동료, 팀원 등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환자지지

생명존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
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행동할 수 있다.

프로페셔널리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규범
을 지키며 공동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시기1
시기2
시기3
시기1
시기2
시기3
시기1
시기2
시기3

문제해결과 연구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취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시기1
시기2
시기3

자기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실천할 수 있다.

시기1
시기2
시기3

시기별 성과
정의
생명활동의 원리를 파악하고 질병의 기본적인 병태생리기전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의환경에서 흔한 질병이나 흔한 증상/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환자에
게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임상환경에서 흔한 질병이나 흔한 증상/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환자를
감별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습득하고 모의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다.
임상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성찰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타심을 함
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행동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생활에서 규범을 준수할 수 있
다.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수
립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행동하며 공동체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선택
하고기초적인연구를수행할수있다.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초적 수준의 논문을 작성
할 수 있다.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
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
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의학 분야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의학적 교육환경에서

대한 개념 정리와 의료인문적 성과의 평가에 대한 개인적 시각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구분이 없이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차이를 줄이고자 워크숍을 진행하여 의료인문 교육에 대한 개념과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의학에 필요한 역량이

용어를 표준화 하였고, 연구에서 의료인문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란 보건의료 상황과 같이 극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식과

맥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의견을 통일하였다.

술기와 태도가 아우러져 수행되어야 하므로 맥락적인 측면이 크다
고 판단하였다[8]. 따라서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방법만으로 의료인문 교육의 성과 달

나. 졸업성과와 시기성과에서 의료인문 관련 평가방법의 타당성
분석

성을 보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졸업성과와 시기성과에서 의료인문 성과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연구진은 이러한 면에서 의료인문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평가방법을 조사하고자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

의과학 교육에서의 성과 평가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사와 분석에 참여한 연구원은 의학교육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갖

조사하였다. 또한 평가 항목을 구분하는 조사에서는 인지적, 심동

추고 의학교육학교실에서 다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해온 의학교육

적, 정의적 영역이란 용어 대신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친숙한 용어인

전문가와 교육학박사학위자 등 10명으로 구성하였고, 1차 설문을

지식, 술기, 태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동시에 아직까지 의학교육

통하여 계명의대 졸업성과를 구성하는 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에서 의료인문 교육이 차지하는 개념이나 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의 6개 역량(또는 영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으므로[7], 연구진 사이에 의료인문교육에

역)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법을 조사하였고, 이어서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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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달성을 위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법을 조사하였다.

연관 없음’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설문참여자가 의학교육

설문내용은 ① 의료인문 관련 평가를 통해 졸업성과의 달성을 어

경험이 풍부한 의학교육전문가임에도 응답자마다 의료인문 성과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졸업성과를 구성하는 6

에 대한 개념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의료인문 연관성은 전체 연관

개 역량(이하 ‘졸업성과 6개 역량’이라 함)인 진료, 의사소통, 환자

을 포함하여 일부 연관인 경우도 ‘연관 있음’으로 분석하였고, 연관

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에 대하여 의료인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연관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의료인문

문 성과와의 연관 정도를 파악하였고, 연관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에

성과 평가방법의 타당성 정도는 ‘연관 있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는 연관되는 역량의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② 졸업성과 6개 역

기준으로 ‘추천’(50% 이상 추천), ‘권장’(30~49% 추천), ‘기타’(30%

량에 대해 의료인문 성과의 평가를 위해 측정해야 할 항목을 지식,

미만 추천)로 구분하였다. 동시에 시기성과 평가방법에서 해당 시

술기, 태도 등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③ 지식,

기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방법은 제외하였다(예를 들어

술기, 태도 등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평가방법

임상의학 교육과정에서 가능한 평가방법을 임상의학 교육 전인 시

을 사전에 조사 정리한 ‘의학교육에서 평가방법 목록’(Table 3) 중에

기1에서 추천할 경우).

서 2~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9,10].
졸업성과 6개 역량에 대한 의료인문 성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
문이 완료되면 이어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시기별 분류(시기1:

다.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졸업성과 및 시기성과 달성을
위한 평가 타당성 분석

M1~M2, 시기2: M3~M4, 시기3: M5~M6)에 의한 각 시기성과에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학생평가를 통하여 해당

대하여도 동일한 설문과정(①~③)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

시기성과 및 졸업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

진은 졸업성과 및 시기별 성과의 각 역량에 대한 의료인문 성과의

다. 의료인문 교육과정 중에서 필수과정을 대상으로 수업내용 및

평가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료인문 연관 정도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체 연관, 일부 연관,

평가를 통하여 시기성과 6개 역량이 적절히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
사하기 위한 2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은 2020학년도 정규

Table 3. Assessment methods for outcomes related to medical humanities in basal medical education
번호
1
2

평가방법
개념
구술시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의 기억/통합 능력 평가; 문항작성에 제계획표/채점도식 활용 가능; 사례 제시 가능
논술시험 (단답형, 에세이 채점 시 평가맥락에 관심: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 학습상황 평가; [짧은 에세이/단답형] 논술보다 개방화/반구
포함)
조화/평가 내용범위 넓음; 채점이 용이

3
4
5

선다형(A형) 시험
확장결합형(R형) 시험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6

프로젝트 기반 평가

7
8

사례 기반 시험
일지 기반 평가

9
10

토론및발표 기반 평가
핵심요소 시험

11

임상업무표집 평가

12

360도 다면평가

13

객관구조화진료시험
(OSCE)
간편임상실습평가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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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반응; 단시간에 많은 지식 평가에 적합; 임상사례 제시로 맥락화 가능; 신뢰도/객관성 높음; 채점이 용이
다수 문항과 1개 긴 답가지 목록으로 구성; 문장 구성이 수월; 임상사례 제시로 맥락화 가능; 객관성/일관성 높음; 채점 용이
개인의 목표, 성취도, 사용방법을 모은 것; 자기 성취와 발전을 볼 수 있도록 에세이, 수행내용, 연구계획, 술기목록, 성찰, 전
문가로서 성장한 근거 등을 포함.
개인/팀으로 수행하는 작은 규모 연구/과제(몇 주 단위); 결과는 보고서, 포스터, 비디오, 오디오, 발표, 문서자료 등으로 제
시; (예: 학술연구, 조사연구, 기획 등)
실제 환자(표준화 안된)에 대한 직무와 상호작용 평가; 긴 사례 1개 + 짧은 사례 3~4개 + 구술시험으로 구성
학생 스스로 일지,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자기가 수행한 술기/진료기록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도록 한 자료를 평가; (예: 상황
기록)
개인/팀으로 수행한 토론/발표를 통한 준비, 진행, 결과 등을 평가; (예: PBL/TBL/CBL 평가 등)
임상시나리오에 기반한 필기시험: 임상상황 제시 후 핵심적이고 의사결정에 집중된 질문으로 구성; 임상추론능력 평가로서
임상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요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지를 평가
여러 관찰자가 참여; 다양한 상황과 수행과정에서 관찰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 평가체계와 평가자 편견 보완/피
드백 가능
학생과 상호 영향력이 미치는 반경 속의 여러 사람이 평가에 참여; 해당 수행, 행동의 빈도에 평점;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과
같이 관찰 가능한 행동에 국한됨
15~20개 단계에서 특정 임상상황에 대한 집중적 검사/병력청취 요구; 사례에 구조화/표준화된 채점도식 사용

임상현장에서 입원환자에게 병력청취/신체검사/진단/치료계획수립의 수행과정을 충분한 시간동안에 걸쳐 평가; 단계별 수
행능력을 9구간 척도로 총괄적 평가
진료술기 직접관찰 시험 진료술기 평가/피드백; 구조화된 평가척도 사용; 간편임상실습평가와 유사하나 임상술기 위주; (예 : 어려운 소식 전하기)
점검표 기반 평가
학생의 관찰된 행동/행위를 갈무리; 임상실습 종료 때 사용; (예: 관찰, 진료술기 직접관찰)
자기평가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여 평가
동료평가
팀 구성원끼리 서로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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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문 교육과정에 속하는 각 교과목의 운영과 학생평가 운영에

적절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완해야 할 내용이나 추가해야

관여하는 교원(책임교수 또는 부책임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할 과정이 있는가? ③ 만약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를

(Table 4). 설문 구성은 ① 각 교과목 수업이 해당 시기성과 달성을

통하여 졸업성과 6개 역량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역량이 있다면, 그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판단하게 하였다. 동시에 기여도가 있

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평가방법은 있는가?

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성과에 일치하는 교과목의 평가 내용을 진술
하도록 하였다. ② 각 교과목에서 시행하는 평가항목이 시기성과 6
개 역량에 대해 지식, 술기, 태도의 조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

Results

시하고, 사용한 평가방법을 ‘의학교육에서 평가방법 목록’(Table 3

가. 졸업성과 및 시기별 성과 달성을 위한 의료인문 관련 평가방안

참조)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④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의 해당

1) 진료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시기성과의 달성 정도를 조사한 후에는 졸업성과 달성과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성과에서와 동일한 설문과정을 반복하였다.

졸업성과 중 진료 역량 ‘질병이나 증상 및 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
료하고, 응급구명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다.’에

2차 설문 자료를 취합하여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행하

대하여 이 역량은 주로 의과학 교육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는 평가를 통하여 시기별 성과와 졸업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있는 역량이므로 의료인문 평가방법만으로는 진료 역량을 평가하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 질문에 대

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였다(Table 5). 진료 역량의 평가 여부

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① 해당 의과대학의 정규 의료인문 교육

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1의 진료 역량에 대하여

과정은 평가를 통하여 해당 시기성과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가?

응답자의 90%(응답자 10명 중 9명), 시기2 및 시기3의 진료 역량에

② 만약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이 평가를 통하여 해당 시기성과를

대하여 응답자의 60%가 의료인문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졸업성과와 시기별 성과에 대하여 의료인문 평가는 진

Table 4. Surveyed subjects in formal curriculum of medical
humanities at 2020
구분
시기1

시기2

시기3

교과목
의학입문및체험실습
인성교육실습(1)
채플(1)(2)
의사와 리더십
행동과학
의료선교학(1)(2)
의료관리와 지역사회의학(1)
진로탐색
의료윤리(1)
채플(3)(4)
의료윤리

학년
M1
M1
M1
M2
M2
M2
M3
M3
M3
M3
M4

보건의료법규

M6

비고

료 역량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의사소통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졸업성과 중 의사소통 역량 ‘환자와 보호자, 동료, 팀원 등 이해
관계자와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제외: 성과평가 없음
제외: 의과학적 내용
제외: 성과평가 없음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할 항목으
로는 태도가 가장 많았고 지식과 술기도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연관 내용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적정
평가방법으로는 진료술기 직접관찰을 가장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
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구술시험, 360도 다면평가, 간편임상평

제외: 성과평가 없음
제외: 일부가 의료윤리
(1)으로 개편

가실습, 선다형시험, 확장결합형시험,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등이 권장되었다(Table 6).
시기1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에 대하여 모든 연구원이 의료인

Table 5.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patient care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역량
진료

시기
졸업

시기1
시기2
시기3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질병이나 증상 및 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구명이 필요 연관 (4)
- 윤리적 판단
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다.
- 환자 진료
연관 없음 (6)
생명활동의 원리를 파악하고 질병의 기본적인 병태생리기전을 과 연관 (1)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관 없음(9)
- 윤리적 판단
모의환경에서 흔한 질병이나 흔한 증상/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 연관 (3)
하고,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연관 없음 (7)
임상환경에서 흔한 질병이나 흔한 증상/징후를 가진 환자를 진료 연관 (3)
- 환자 진료
하고, 응급환자를 감별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연관 없음 (7)
성과 정의

평가항목
해당 없음

평가방법
추천*
권장**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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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지식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할 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고 지식

과 태도가 많았고 술기도 관계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관 내용

도 관계있다고 평가되었다. 연관 내용 ‘생명존중, 환자에게 공감하

‘의사소통 개념과 방법, 일상적 소통’에 대하여 사례기반 시험, 동

고 배려’에 대한 적정 평가방법으로는 360도 다면평가를 타당한 평

료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구술시험, 선다형

가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기반 평가, 토론&발

시험 등이 권장되었다. 시기2 의사소통 역량 ‘의료환경에서 의사소

표기반 평가 등이 권장되었다(Table 7).

통의 개념과 방법을 습득하고 모의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

시기1의 환자지지 역량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

할 수 있다.’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해 성찰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타심을 함양할 수 있다.’에 대하여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지식, 태도, 술기가 모두 관계

대부분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

있다고 응답하여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통합적 역량 평가가 필요

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고 지식도 관계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관 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내용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 환자나 보

용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찰, 생명존중과 이

호자와 소통’에 대하여 사례기반 시험을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

타심 함양’에 대하여 프로젝트기반 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

고, 다음으로는 구술시험, OSCE,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

였고, 다음으로는 토론&발표기반 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기반

등이 추천되었다. 시기3 의사소통 역량 ‘임상상황에서 환자나 보호

평가, 사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등이 권장되었다. 시기2의 환자지

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

지 역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

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할 항목으로는 술기,

할 수 있다.’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

지식, 태도가 모두 관계있다고 응답하여 시기2와 함께 통합적 역량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고 지식도 관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방법으로는 간편임상평가실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관 내용 ‘환자에 대해 공감, 배려’에 대하여

습을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는 사례시험, 자기평가

사례기반 시험, 동료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등이 권장되었다(Table 6).

는 프로젝트기반 평가가 권장되었다. 시기3의 환자지지 역량 ‘환자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행동할

3) 환자지지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수 있다.’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졸업성과 중 환자지지 역량 ‘생명존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다. 연관 내용 ‘환

탕으로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에 대하여 동료평가를 가장 타당한

행동할 수 있다.’에 대하여 응답자 90%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는 사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360도

Table 6.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역량
의사소통

시기
졸업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 원활히 의사소통
환자와 보호자, 동료, 팀원 등 이 연관 (10)
해관계자와 원활히 의사소통을
- 이해관계자
할 수 있다.
연관 없음 (0)
성과 정의

시기1

- 의사소통 개념/방법 이해
의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 연관 (10)
하고 일상생활에서 원활히 소
- 일상적 소통
통할 수 있다.
연관 없음 (0)

시기2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의 개념
과 방법을 습득하고 모의상황
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다.

연관 (10)

임상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연관 (10)

시기3

연관 없음 (0)

-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
- 환자, 보호자와 소통

평가방법
추천*
권장**
태도 (8) -진료술기직접관찰 -구술시험
지식 (6)
-360도다면평가
술기 (6)
-선다형시험
-간편임상평가실습
-OSCE
-확장결합형시험
지식 (10) -사례기반시험
-구술시험
태도 (9) -동료평가
-선다형시험
술기 (6)
평가항목

지식 (8)
술기 (7)
태도 (7)

- 임상상황에서환자와 보호자 술기 (7)
와 원활히 소통
지식 (6)
연관 없음 (0)
태도 (6)

-사례기반시험

-구술시험
-OSCE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간편임상평가실습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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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patient support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역량

시기

환자지지 졸업

시기1

시기2

시기3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 생명존중
생명존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관 (10)
바탕으로 환자에 대해 공감하
-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
고 배려하며 최선의 결과가
연관 없음 (0)
나타나도록 행동할 수 있다.
- 삶과 죽음 & 그리스도 사랑 성찰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관 (9)
사랑에 대해 성찰하고, 생명
- 생명존중 & 이타심 함양
을 존중하며 이타심을 함양할
연관 없음 (1)
수 있다.
성과 정의

-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연관 (10)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연관 없음 (0)
-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 연관 (10)
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
도록 행동할 수 있다.
연관 없음 (0)

평가항목

추천*
태도 (9) -360도다면평가
지식 (7)
술기 (4)

평가방법
권장**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태도 (8)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지식 (6)
-동료평가
술기 (2)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태도 (8) -사례기반시험
-프로젝트기반평가
지식 (5) -동료평가
술기 (3)
태도 (10) -동료평가
-사례기반시험
지식 (3)
-자기평가
술기 (3)
-360도다면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다면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가 권장되었다(Table 7).

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점검표
기반 평가 등이 추천되었다. 시기3의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공동체

4)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행동하며 공동체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을 수

졸업성과 중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직업윤

립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부분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리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가장 많았고 지

다.’에 대하여 응답자 90%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식과 술기도 관계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관 내용 ‘공동체 일원이나

고 판단하였다. 평가할 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고 지식도 관계되는

리더로서 행동, 공동체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관 내용 ‘직업윤리, 공동체 건강증진’에 대한

기반 평가, 동료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는

적정 평가방법으로는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를 추천하였고,

프로젝트기반 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 일지기반 평가, 사례기

다음으로 사례기반 시험, 토론&발표기반 평가, 점검표기반 평가,

반 시험, 점검표기반 평가 등이 추천되었다(Table 8).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확장결합형시험, 자기평가 등이 권장되었다
(Table 8).

5)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시기1의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자

졸업성과 중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

신을 성찰하고 공동생활에서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에 대하여 응

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취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

답자 90%가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에 대하여 60%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평가항목으로는 태도와 지식이 관계된다고 판단하였다. 연관 내용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세부적으로는 30%는 의료인문 성과와

‘자기 성찰, 공동생활 규범 준수’에 대하여 프로젝트기반 평가, 사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30%는 의료인문 성과와 일부

례기반 시험, 동료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만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인문 성과와는 연관이 없다고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자기평가, 점검표기반 평가, 토론&발표기반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하였다. 다양한 응답이 나온 이유로는 진

평가, 논술시험 등이 추천되었다. 시기2의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술 중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을 과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자신 역량 개발하고 공동생활에 필요

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문제 파악과 해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한 규범을 수립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부분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역량을 의료인문 관련 성과

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많

가 아닌 의과학 관련 성과로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았고 지식도 관계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관 내용 ‘공동체 일원이나

따라서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가 받을

리더로서 자기 역량 개발, 공동생활 규범 수립’에 대하여 토론&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의과대학에

표기반 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 동료평가, 사례기반 시험을 타당

서 과학적 탐구와 연관된 연구 관련 교육을 별도 교육과정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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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professionalism care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역량

시기

프로페셔널 졸업
리즘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 직업윤리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직 연관 (9)
업윤리와 사회적 규범
- 공동체 건강증진
을 지키며 공동체 건강
연관 없음 (1)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
다.
성과 정의

시기1

- 자신 성찰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 연관 (9)
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 공동체 생활규범 준수
공동생활에서 규범을
연관 없음 (1)
준수할 수 있다.

시기2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
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고 공동생활에 필
요한 규범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
로서 행동하며 공동체
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시기3

연관 (9)

태도 (9)
지식 (7)
술기 (4)
기타 (2)

태도 (9)
지식 (8)
술기 (3)
기타 (1)

- 공동체 일원/리더로서 역량 개발
- 공동체 생활규범 수립

태도 (9)
지식 (7)
술기 (3)
기타 (1)

- 공동체 일원/리더로서 행동
- 공동체 건강증진계획 수립

태도 (9)
지식 (5)
술기 (5)
기타 (2)

연관 없음 (1)
연관 (9)

평가항목

연관 없음 (1)

평가방법
추천*
권장**
-동료평가
-사례기반시험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확장결합형시험
-자기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가
-점검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술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동료평가
-사례기반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일지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점검표기반평가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영하는 추세이므로 2차 설문조사에서는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에서

으로 태도와 지식, 술기 모두 제시되었다. 평가방법으로는 동료평

연구와 관련된 진술은 제외하고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된 문제해결

가, 프로젝트기반 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를 타당한 방법으로

진술에만 국한하여 응답하도록 결정하였다. 평가할 항목으로는 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자기평가, 논술시험, 사례기반 시험 등이 권

도가 많았고 지식과 술기도 통합적으로 관계된다고 평가하였다. 연

장되었다. 시기3의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 내용 ‘문제파악, 해결방안 도출’에 대한 적정 평가방법으로는 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초적 수준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

로젝트기반 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일지기반 평가를 타당성 있

다.’에 대하여도 시기1과 시기2 성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응답 경향

는 평가방법으로 추천하였고, 다음으로 토론&발표기반 평가, 포트

이 있었으나 문제해결과 연결되는 평가 내용은 ‘창의적 사고를 바

폴리오기반 평가 등이 추천되었다(Table 9).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탕으로 문제를 해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

의료인문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많지 않아

와 지식, 술기 모두 제시되었다. 평가방법으로는 프로젝트기반 평

서 문제해결 역량 평가밥법을 명확하게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되었

시기1의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 ‘문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과

고, 다음으로 자기평가가 권장되었다(Table 9).

학적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졸업성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응답이 있었지만 문제해결

6) 자기개발 역량 달성에 대한 적정 의료인문 평가방안

과 연계되는 평가 내용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에

졸업성과 중 자기개발 역량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

서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다. 평

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

가방법으로는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천할 수 있다.’에 대하여 90% 응답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이 있

추천되었고, 다음으로 자기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가 권장되었

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할 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다. 연관 내용 ‘의

다. 시기2의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

료환경 변화에 능동적 적응,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실

해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고 기초적

천’에 대한 적정 평가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프로젝트기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하여도 시기1 성과에서와 같이 다

반 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가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으로 추천되

양한 응답이 있었고 문제해결과 연결되는 평가 내용은 ‘독창적 사

었고, 다음으로 동료평가, 일지기반 평가, 자기평가 등이 권장되었

고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평가항목

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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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problem solving and research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 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문제 해결과 연구 졸업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 연관 (6)
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연관 없음 (4)
진취적으로 탐구하여 새
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창
출할 수 있다.
역량

시기

성과 정의

평가
항목
태도 (5)
지식 (3)
술기 (3)
기타 (1)

태도 (4)
지식 (2)
술기 (2)
기타 (1)
연관 (6)
- 독창적 사고로 최적 방안 선택 태도 (4)
연관 없음 (4)
지식 (3)
술기 (3)
기타 (1)

평가방법
추천*
권장**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자기평가
-일지기반평가

-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
시기1 문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 연관 (6)
서 과학적 원리와 지식을 연관 없음 (4)
활용하거나 다양한 관점
에서 생각할 수 있다.

-동료평가
-자기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시기2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사고능력
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
을선택하고기초적인연구
를수행할수있다.
- 창의적 사고로 문제해결
시기3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 연관 (6)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연관 없음 (4)
고, 기초적 수준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동료평가
-자기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논술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태도 (4) -프로젝트기반평가 -자기평가
지식 (3) -동료평가
술기 (3) -토론&발표기반평가
기타 (1)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시기1의 자기개발 역량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별 성과 중에서 진료 역량의 성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부분 응답

달성에는 대부분 학생평가를 의과학 교육과정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가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는 ’의료윤리‘, ’보건의료법규‘가 진료 성과

도가 많았다. 성과에 대해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프로젝트기반 평

달성에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진료

가, 토론&발표기반 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되었고, 다음으로

역량과 연계되는 의료윤리나 보건의료법규는 동시에 시기별 성과

동료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등이 권장되었다. 시기2의 자기개발

의 다른 역량 영역에서도 연계되므로 진료 역량에서 의료인문 성과

역량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

달성에서의 논의는 제외하였다. 또한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에서

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

는 최근에는 연구 역량과 연관하여 별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추세

다.’에 ‘대하여 대부분이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고 연구 역량은 과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역량이란 의미에서 의료

평가항목으로는 태도가 많았고 지식도 관계된다고 응답하였다. 성

인문 교육과정에는 포함하지 않고, 문제해결 역량만 의료인문 성과

과에 대해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가 타당한 방법

의 평가에 포함시켰다. 그 외 나머지 영역은 의료인문 교육과정과

으로 추천되었고, 다음으로는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 자

밀접한 성과로 판단하였다.

기평가, 논술시험 등이 권장되었다. 시기3의 자기개발 역량 ‘공동

이 연구에서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

체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이 균등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인문 교육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에 대하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여 대부분이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가항목

선택과정을 제외한 필수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선별하였다. 그

으로는 태도가 많았다. 성과에 대해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프로젝

결과 시기 1 에서는 ‘의학입문및체험실습’( M1 ), ‘인성교육실

트기반 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습’(M1), ‘의사와리더십’(M2) 등 3개 교과목이 해당되었고, 시기2

추천되었고, 다음으로는 일지기반 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등이

에서는 ‘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1’(M3), ‘진로탐색’(M3), ‘의료

권장되었다(Table 10).

윤리-1’(M3) 등 3개 교과목, 시기3에서는 ‘보건의료법규’(M6) 1개
교과목이 해당되었다. 선별에서 제외된 교과목으로 ‘의료윤

나.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통한 시기성과 달성 현황

리’(M4), 행동과학(M2), 의료선교학(M2), 채플-1,2,3 등이 있다.

연구진은 계명의대 교육과정의 시기별 성과에 대하여 정규 의료

‘의료윤리’는 새로운 의료윤리 통합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

인문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과를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설문

윤리 교육을 담당하였기에 통합과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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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ssessment methods for acquirement of the competency of self-development in graduate- and periodic outcomes
역량
자기개발

시기
졸업

시기1

시기2

시기3

의료인문 연관성 (n = 10)
응답
연관 내용
-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 적응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 연관 (9)
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
- 자원과 전략 활용, 계획 수립
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
과 실천
천할 수 있다.
연관 없음 (1)
- 자기개발을 위해 자원과 전략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 연관 (9)
활용, 계획 수립과 실천
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연관 없음 (1)
성과 정의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 연관 (9)
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
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
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평가항목

태도 (8)
지식 (4)
술기 (3)
기타 (2)
태도 (8)
지식 (5)
술기 (3)
기타 (3)
- 개인 차원에서 능동적 적응 태도 (8)
위해 자원과 전략 활용, 계획 지식 (5)
수립과 실천

연관 없음 (1)
공동체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 연관 (9)
- 공동체 차원에서 의료 환경
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
변화에 능동적 적응 위해 자원
및 전략 활용 계획 수립과 실
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
천
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연관 없음 (1)

술기 (3)
기타 (2)
태도 (9)
지식 (4)
술기 (4)
기타 (2)

평가방법
추천*
권장**
-포트폴리오기반평가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자기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술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
반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일지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논술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 응답자 50% 이상 추천; ** 응답자 30~49% 추천.

윤리-1’과 일부 내용과 평가가 중첩되었고, ‘행동과학’은 상당한

청소년, 장애우 등)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

부분에서 의과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문적 요소만 분리

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성찰, 이타심 함양’,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

하기에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선교학’이나 ‘채플’ 교

하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말할 수 있음’ 등 주요 성과 달성을 위한

과목들은 환자지지 역량에서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1 환자지지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

인문 성과라고 판단됨에도 학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에서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환자지지 성과

교과목의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제외하였다(Table 4).

의 진술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는 교과목인 채플, 의료선교학 등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1) 시기1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기성과 달성 여부

지지 않으므로 성과 달성을 평가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기1의 시기성과에서 6개 역량에 대하여 살펴보면(Table 11),

판단된다. ④ 프로페셔널리즘 역량에 대하여 3개 과목 모두에서 성

① 진료 역량의 성과 달성에 대한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없다고 판

과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평

단하였다. ② 의사소통 역량에 대하여 해당 3개 교과목 모두에서

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병원 내 다양한 직종과의 관계에서 의사 역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를 달성한다고 응답하였

할’, ‘다양한 진로를 이해하고 병원 내 업무에 대해 이해’, ‘공동체

고, 평가한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직군 간의 역할 이해’, ‘타인의 의

윤리와 전문인으로서 자질에 대해 성찰’, ‘팀을 이뤄 봉사활동을 하

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 ‘획득된 정보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

면서 리더 또는 구성원이 되기도 하면서 공동생활 규범 준수’, ‘의

게 전달’,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 ‘자신의 성격유형을

과대학생으로서 의사 전문직업성에 대해 설명’ 등 주요 성과 달성

파악하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행동’, ‘자기 의견을 조

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1의 프로페셔널리즘 성과는 의

리 있게 말하고 설득’ 등 주요 성과 달성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료인문 교육과정에서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수

있어 시기1 의사소통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거의 달성되

업(계획) 중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란 용어와 개념을 주제로 다루는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수업(계획) 중에서 의사소통이란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용어와 개념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므

하였다. ⑤ 문제해결 역량에 대하여 2개 교과목에서 성과를 상당부

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환자지지 역량에 대하여

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3개 교과목 모두 환자지지 성과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를 평가하고

‘공동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봉사활

있으며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호스피스병동 경험을 통해 생명존

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 ‘여러 사례에서 사

중과 이타심 함양’, ‘의사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환자를 바라보는

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책무성을 찾아내고 관련하여 의견을 말할 수

마음 이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있음’ 등 주요 성과 달성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1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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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사와리더십 (2)

분석
프로페셔 공동체의 일원이나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널리즘
리더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생
활에서 규범을 준 인성교육실습 (2)
수할 수 있다.

의사와리더십 (2)

분석
환자지지 삶과 죽음 & 그리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스도의 사랑에 대
해 성찰하고, 생 인성교육실습 (2)
명을 존중하며 이
타심을 함양할 수
있다.

의사와리더십 (2)

O

O

O

O

O

O

프로페셔널리즘’ 성과에서 거의 달성

O

O

환자지지’ 성과가 거의 달성
O
O

O

O

의사소통’ 성과가 거의 달성됨
O

O

O

평가 내용

태도

태도

태도

- 공동체 윤리와 전문인 자질 성찰
- 리더/구성원 역할분담으로 공동규범 준수
- 의과대학생으로서 의사 전문직업성 설명

지식+태도

지식+태도

- 다양한 병원직종과 관계에서 의사 역할 이해 태도
- 다양한 진로와 병원내 업무이해

-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
- 의사의 직무를 말할 수 있음

-

평가방법-2
(운영자 간 불일치)

(Continued to the next page)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술시험
-프로젝트기반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사례시험

-일지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논술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술시험
-사례시험

-점검표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

-

태도

평가방법-1
(운영자 간 일치)

평가 영역

- 호스피스병동경험으로 생명존중/이타심 함 태도
양
- 의사가 환자를 보는 마음 이해
태도
- 타인을 공감, 배려
- 사회취약계층을 존중하며 도움

- 직군 간 역할 이해
- 조별로 임상진료과정 관찰
- 타인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
- 정보/자기생각을 정확하게전달
- 타인과 긍정적인관계유지
- 자기 성격 파악하고 상대를 배려
- 자기의견 조리있게 말하고 설득

시기1 성과 달성도
달성
약간
상당
완전
안됨
달성
달성
달성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O
해당 없음
인성교육실습 (2)
O
해당 없음
의사와리더십 (2)
O
해당 없음
분석
‘진료’ 성과내용 중 해당 교과목 없음

의료인문 교육과정
(운영자 수)

생명활동의 원리를
파악하고 질병의
기본적인 병태생
리기전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념과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원 인성교육실습 (2)
활히 소통할 수
있다.

진료

역량

Table 11. Accomplishment of phasic outcomes during medical humanities curriculum of phase-1 period in a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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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지식+술기+태도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술시험
지식+태도
-프로젝트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제해결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
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해결 원리와 과정을
다루는 필수 교육과정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⑥ 자기개발 역량에 대하여 3개 과목 모두 성과의 상당 부분 또
는 일부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한 내용에 있어
서도 ‘기초/임상 의사로서 다른 직종에 대한 경험’,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개발’,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고 능동적으로 관리’, ‘봉사과정에서 문제해결 등을 통해 자기개발
및 이를 실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의대학생으로서 주어진
시간 계획/실행하여 시간관리’ 등 주요 성과 달성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1의 자기개발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자기개발이란

태도

평가 영역

평가방법-1
(운영자 간 일치)

평가방법-2
(운영자 간 불일치)

지식+술기+태도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지식+술기+태도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논술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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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원리를 주제로 한 필수 교육과정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2) 시기2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기성과 달성 여부
시기2 의료인문 교육과정으로 ‘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1’, ‘진
로탐색’, ‘의료윤리-1’ 등 3개 교과목이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 과
목을 통한 시기성과 6개 역량의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2). ① 진료 역량에 대한 의료인문 관련 평가를 시행한 교
과목으로는 ‘의료윤리-1’이 있었고, 교과목 운영자는 사례를 활용
하여 추론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문제해결을 해결하는 역량을 평
가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2의 진료 역량은 의과학
자기개발’ 성과에서 상당 부분 달성

O

O

- 시간 효율적 배분/능동적 관리
- 봉사과정에서 문제해결 등 자기개발
- 자기 스트레스 관리
- 주어진 시간 계획/실행

적 역량을 주로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의료윤리-1’에서 의
료인문 성과는 진료 역량 중에서 주된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의료윤리-1’에서 평가하는 의료인문 성과는 진료 역량
이외의 다른 역량에서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의임상환경
을 기반으로 하는 시기2 진료 역량에서 다룰 성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의사소통 역량에 대하여 ‘진로탐색’과 ‘의료윤리-1’

2개 교과목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성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평
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가한 수업내용에 있어서 ‘의사와 환
자 간 소통의 중요성 인식’, ‘다른 사람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이
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 등 의사소통 성과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2 의사
소통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

분석

의사와리더십 (2)

O

문제해결’ 성과에서 상당 부분 달성
O
O
- 의사로서 다른 직종에 대한 경험
-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개발

O
O

문제해결 문제를 파악하고 그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과정에서 다양한 인성교육실습 (2)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의사와리더십 (2)

달성
안됨
O
의료인문 교육과정
(운영자 수)
시기1 성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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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기개발 자기개발을 위해 필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요한 자원과 전략
을 활용하여 계획
을 수립하고, 실 인성교육실습 (2)
천할 수 있다.

해당 없음
- 공동체문제 파악과 해결안 제시
- 봉사활동에서 문제의 다양한 관점 파악
- 사례에서 의사 책무성을 찾고 의견 말함
O

시기1 성과 달성도
약간
상당
달성
달성

완전
달성

평가 내용

있다고 판단된다.

으로 판단하였다. 평가영역으로는 2개 교과목 모두 지식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고, 평가방법으로는 공통적으로 토론&발표기반 평가
를 사용하고, 그 외에 일지기반 평가, 사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동
표평가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시기2 동안 의료환경에서 의
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시간이 충분한지 확인
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환자지지 역량에 대하
여 ‘진로탐색’과 ‘의료윤리-1’ 2개 교과목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성
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가한
http://www.e-kmj.org

http://www.e-kmj.org
O

O

분석

프로페셔널리즘’ 성과에서 상당 부분 달성

환자지지’ 성과에서 일부 달성
O

O

의사소통’ 성과에서 일부 달성
O

O

O

의료윤리-1 (1)

분석
의료관리와지역
사회의학-1 (2)
진로탐색 (1)

완전
달성

해당 없음
- 사례에서 다양한 추론방법 활용하여
환자 문제를 체계적 해결

해당 없음

평가 내용

평가방법-1
(운영자 간 일치)

지식+태도

- 보건의료와 경제 설명
-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설명
- 선배의사 진료 현황 파악

-선다형시험

-토론&발표기반평
가

평가방법-2
(운영자 간 불일치)

(Continued to the next page)

-일지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 의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와 의사 대응 지식+술기+태도 -사례시험
- 의사전문성에 대해 성찰
-토론&발표기반평가
- 의료자원 효율적 분배
-자기평가
-동료평가

지식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지식+술기+태도 -사례기반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지식+태도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지식+술기+태도 -사례기반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지식+태도

지식+술기+태도 -사례기반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평가 영역

- 의료전달체계 설명

-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

- 의료체계 약자들의 현황 이해

해당 없음

- 타인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
- 타인과 긍정적 관계 유지

- 의사-환자 소통의 중요성 인식

진료’ 성과에서 약간만 달성. 역량을 이루는 주된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음.
O
해당 없음

O

시기2 성과 달성도
약간
상당
달성
달성

의료윤리-1 (1)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
탕으로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환자지지

의료윤리-1 (1)

분석
의료관리와지역
사회의학-1 (2)
진로탐색 (1)

O

달성
안됨
O

O

의료환경에서 의사 소
통의 개념과 방법을
습득하고 모의상황에
서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의사소통

의료관리와지역
사회의학-1 (2)
진로탐색 (1)
의료윤리-1 (1)

의료인문 교육과
정 (운영자 수)

분석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 의료관리와지역
더로서 자신의 역량을 사회의학-1 (2)
개발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수립할
수 있다.
진로탐색 (1)

모의환경에서 흔한 질
병이나 흔한 증상/징
후를 가진 환자를 진
료하고,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진료

프로페셔널리즘

시기2 성과

역량

Table 12. Accomplishment of phasic outcomes during phase-2 period of medical humanities curriculum in a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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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생각’ 등 환자지지 성과의 일부 요소를 포함
하고 있어 시기2 환자지지 성과는 의료인문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

였다. 환자지지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평가영역으로 지식과 태도를 포함하고, 평가방법에서는 토론&
발표기반 평가가 공통으로 활용되었고, 그 외에 일지기반 평가, 사

응답하였으며,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있음’, ‘보건의료와 경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음’, ‘선배 의사의 진료 상황에 대
한 상세한 현황 파악’, ‘사회로부터 의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와 의
사의 대응 이해’, ‘의사 전문성에 대해 성찰’, ‘의료자원 효율적 분
배’ 등 주요 성과 달성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2 프로페
셔널리즘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상당 부분 달성되고 있다
고 판단하였다. 다만, ‘의료관리와 지역사회의학(1)’ 수업내용 중에
- 해당없음

-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성찰과 자기개발 지식+태도

역량에 대하여 3개 과목 모두 성과의 상당부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 의료전달체계 설명, 보건의료와 경제에
대해 설명,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중요성 설명, 의료보장제도의
정의와 국가별 의료보장제도 장단점 설명, 국민의료비 증가요인 및

O
자기개발’ 성과에서 일부 달성
의료윤리-1 (1)
분석

O

대책 설명, 진료비 지불방법을 열거하고 그 장단점 설명 등은 시기

분석
의료관리와 지역
사회의학-1 (2)
진로탐색 (1)

문제해결’ 성과에서 상당 부분 달성
O

- 해당없음

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동표평가 등이 있었다. ④ 프로페셔널리즘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실천할 수 있다.

진로탐색 (1)
의료윤리-1 (1)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하기 위해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선
택...할 수 있다.

의료관리와 지역
사회의학-1 (2)

O

O

시기2 성과 달성도
약간
상당
달성
달성
O
달성
안됨
의료인문 교육과
정 (운영자 수)
시기2 성과

간과 성과 평가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3 성과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므로 시기2 프로페셔널리즘 성과
와 교육과정의 일치 정도를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1’에서는 지식 영역 내
용을 선다형시험으로 평가한 반면에 ‘진로탐색’과 ‘의료윤리-1’에
서는 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영역에서 토론&발표기반 평가를 공통
으로 사용하고, 일지기반 평가, 사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동표평가
등이 활용하고 있었다. ⑤ 문제해결 역량에 대하여 ‘의료관리와지
역사회의학-1’, ‘의료윤리-1’ 2개 교과목에서 성과의 일부를 평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가한 수업내용에 있어서는 ‘국가별 의
료보장체계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
계 개선방안 제시’, ‘의료보장제도의 정의와 국가별 의료보장제도
장단점 설명’,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과 대책 설명’, ‘의학연구에서
윤리적 측면 이해’, ‘실험적 치료에서 윤리 측면 이해’ 등 의료보장
제도와 연구윤리 부분에서 문제해결 성과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2 문제해결 성과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상당 부분 달
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지식과 태도를 포
함한 영역에서 토론&발표기반 평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선다형
시험, 사례기반 시험, 자기평가, 동표평가 등이 활용하고 있었다.

자기개발

문제해결

⑥ 자기개발 역량에 대하여는 ‘진로탐색‘ 과목에서만 성과를 부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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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환경에서 환자지지의 개념과 적용방법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시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지식+술기+태도 -사례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 국가별 의료보장체계 장단점과 우리
나라 의료보장체계 개선 제시
-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과 대책 설명
- 해당없음
- 의학연구 윤리적 측면 이해
- 실험적 치료에서 윤리측면 이해

지식+태도

-선다형시험

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시기2 동안 다양한 의

완전
달성

평가 내용

평가 영역

평가방법-1
(운영자 간 일치)

평가방법-2
(운영자 간 불일치)

수업내용에 있어서 ‘의료체계 약자들의 현황을 이해’, ‘타인의 입장

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음’ 등 일부 성
http://www.e-kmj.org

평가방법

과 달성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기2 문제해결 성과는 의료
인문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영역에서 일지기반 평가와 토

평가
영역

론&발표기반 평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3) 시기3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기성과 달성 여부
시기3에서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으로 ‘보건의료법규’만 운영되고

고능력(추론 및 적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나머지 시기3의 진료 성과의 달성과 관련된 주된 평가는
임상실습교육과정을 포함한 의과학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의사소통 역량에 대하여 ‘의사소통 시 지켜
야 할 법적 사항(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선다형시험을 통하여
성과의 일부만 달성된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의사소통 성과의 달성과 관련된 주된 평가는
임상실습교육과정 중에 의사소통 관련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환자지지 역량에 대하
여 평가를 하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없으므로 이 또한 환자지지
성과의 달성과 관련된 주된 평가가 임상실습교육과정 중에 평가요
소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④ 프
로페셔널리즘 역량에 대하여 ‘공동체 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고려해
야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선다형시험을 통하여 성과의 일부만 달
성된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기3 동안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프로페셔널리즘 습
득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의료인문교육과정은 없으므로 문
제해결 성과의 달성과 관련된 주된 평가가 임상실습교육과정 중에
필수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⑥ 자기
개발 역량에 대하여 ‘보건의료법규’에서는 지식 평가 위주의 선다
형시험을 통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조항의 변화 인지 및
적용’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응답하여 시기3의 자기개발 성과의 일
부만 달성된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시기3 동안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http://www.e-kmj.org

임상환경에서 흔한 질병이나 흔한 증상/징후를 가진 환 보건의료법규 (1)
자를 진료하고, 응급환자를 감별하고 필요한 처치를 분석
시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
임상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규 (1)
분석
환자지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 보건의료법규 (1)
타나도록 행동할 수 있다.
분석
프로페셔널리즘 공동체의 일원이나 리더로서 행동하며 공동체를 위한 보건의료법규 (1)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분석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법규 (1)
있다.
분석
자기개발
공동체 차원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 보건의료법규 (1)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 분석
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다형문항을 활용한 평가를 시행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고차원의 사

진료

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내용’ 관련 부분만 ‘보건의료법규’에서 선

Table 13. Accomplishment of phasic outcomes during phase-3 period of medical humanities curriculum in a medical school

형시험을 통하여 평가되고 있었다. ① 진료활동 과정 중에 ‘진료상

달성
안됨

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지식 영역에서만 선다

의료인문 교육과정
(운영자 수)

통, 프로페셔널리즘, 자기개발 등 3개 역량에서 약간의 성과를 달

시기3 성과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기3의
시기성과를 살펴보면 진료 역량을 제외한 5개 역량 중에서 의사소

역량

법규’만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기3의 시기성과를 평가하기

시기3 성과 달성도
평가 내용
약간
상당
완전
달성
달성
달성
O
해당 없음
진료’ 성과에서 약간만 달성. 역량을 이루는 주된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음.

있었다(Table 13). 시기3의 의료인문 교육과정 중에서는 ‘보건의료

O
- 의사소통 시 지켜야 할 법적 사항(개인정보보호 등) 지식 -선다형시험
의사소통’ 성과에서 약간만 달성
O
해당 없음
환자지지’ 성과가 달성 안됨
O
- 계획수립 시 고려할 법적 사항
지식 -선다형시험
프로페셔널리즘’ 성과에서 약간만 달성
O
해당 없음
문제해결’ 성과가 달성 안됨
O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조항 변화 인지 및 적용 지식 -선다형시험
자기개발’ 성과에서 약간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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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졸업성과와 시기별 성과 달성을 위한
평가 방안

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전문가가

계명의대에서 시행되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인 7개 교과목(시기1

⑥ 자기개발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방

3개, 시기2 3개, 시기3 1개 과목)이 졸업성과와 해당 시기성과를

법을 활용하여 자기개발 영역 졸업성과의 일부만 달성하고 있다고

달성하기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졸업성

판단하였다. 시기성과에서는 시기1에서는 시기성과를 상당 부분

과를 이루는 6개 역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4).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시기2와 시기3에서는 일부만 달성되고 있었

① 진료 역량을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전문가가 추천하는 평가방법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건의료법규와 의료윤리 관련 교과목에서 의

들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시기2와 시기3에

료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평가되

서 시기성과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의 도입을

고 있으나 진료 역량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천하는 평가방법의 일부가 실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로서는 의과학 교육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당도가 낮다고 생
각된다. ② 의사소통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영역 졸업성과의 일부를 달성하고

Discussions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기성과에서는 시기1에서는 시기성과를 거의

역량(competency)이란 개인이나 사회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

달성하는 반면에 시기3에서는 약간만 달성하였다. 성과를 평가하

족시키거나 특정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

는 방법으로 시기1과 시기2에서는 교육전문가가 추천하는 평가방

였다. 2003년 제정된 계명의대 졸업성과를 이루는 역량은 진료, 의

법(사계기반 시험, 동료평가)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의

반면에 시기3과 졸업 시 성과 달성을 위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평가
다. 이는 추천된 평가방법들이 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량 구분과 개념 설명은
2014년 제정된 한국의 의사상[11]에서 제시한 환자진료, 소통과 협
력, 사회적 팩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의 5가지 역량과 상당

역량과 관련된 방법인 관계로 시기3에서 임상실습 교육과정 또는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환자지지 역량의 설명

졸업 직후 진료 환경에서 의사소통 관련 평가 요소가 필수적으로

내용 중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명의대가 가진 의학교육의 특수성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환자지지

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방법(간편임상평가실습, 진료술기 직접관찰)은 활용되지 않고 있었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

진료 역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교육성과의 대부

여 환자지지 영역 졸업성과의 일부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

분을 차지하는 역량이며, 인간을 의과학적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지

다. 시기성과에서는 시기1에서는 시기성과를 거의 달성하는 반면

는 객체로 간주하고[12], 교육과정은 주로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

에 시기3에서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성

식[3]과 술기를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료 역량

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기1과 시기2에서는 교육전문가가 추천

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의사국가고시에서 실시하는 지필시험과

하는 평가방법(프로젝트기반 평가, 사례기반 평가, 동료평가)이 실

실기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필시험은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졸업성과 달성을 위해 전문

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다형시험과 확장결합형시험이 결합

가가 추천하는 평가방법(360도 다면평가)은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된 형태로 시행되며, 실기시험은 객관구조화임상시험(OSCE)과 임

이 또한 의사사통 역량에서와 같이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상수행시험(CPX)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3].

요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고

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프

려하면서 상대방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

로페셔널리즘 영역 졸업성과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8]. 개인적으로는 효과

하였다. 시기성과에서는 시기1에서는 시기성과를 거의 달성하는

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반면에 시기3에서는 약간만 달성되고 있었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쌍방향적 순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법으로는 교육전문가가 추천하는 평가방법들이 실제 교육과정에

하며, 상대방 말에 대한 경청과 적절한 피드백이 관여한다고 하였

서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시기3에서 시기성과의 달성을 위한 적

다[14]. 의학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며[14,15], 많

절한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은 의과대학이 의사소통 교육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였다. ⑤ 문제해결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16,17]. 한편으로는 의과대학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영역 졸업성과의 일부를 달성하고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예로 주로 강의에 의존하고, 교수의 것을 모방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기성과에서는 시기1에서는 시기성과의 상당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고, 학생에게

부분을 달성하는 반면에 시기3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이 없어 성과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 것 등을 들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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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달성

일부 달성

달성 안됨

시기2

시기3

약간 달성
일부 달성

시기3
환자지지 졸업

시기1

일부 달성

시기2

연관

거의 달성

평가방법
토론&발표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의료인문 교육과정

일지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가, 선다형시험, 포트
폴리오기반평가, 논술시험, 프로젝트기반평가
의학입문및체험 점검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실습
인성교육실습 동료평가, 논술시험, 사례기반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의사와리더십
진로탐색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
가
의료윤리-1
보건의료법규 선다형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일지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가, 점검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논술시
험
의학입문및체험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
실습
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논술시험
인성교육실습
의사와리더십
진로탐색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
가
의료윤리-1
-

연관성 성과 달성도
교과목
연관 없음 달성 안됨
달성 안됨
달성 안됨
의료윤리-1
달성 안됨
보건의료법규
연관
일부 달성

시기1

졸업
시기1
시기2
시기3
의사소통 졸업

진료

역량
권장
구술시험, 360도다면평가, 간편임상평가실습,
OSCE, 선다형시험, 확장결합형시험

추천 평가방법

토론&발표기반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구술시험, OSCE,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
가

동료평가

(Continued to the next page)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360도다면평가, 프로
젝트 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간편임상평가실습
360도다면평가

사례기반시험

사례기반시험, 동료평가 구술시험, 선다형시험

주요
진료술기직접관찰

Table 14. Reasonable assessments and extra programs for accomplishment of graduate outcomes through medical humanities curricula in a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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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문제해결과 연구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상당 부분
달성

일부 달성

약간 달성

시기1

시기2

시기3

달성 안됨

시기3

일부 달성

일부 달성

시기2

졸업 연관

상당 부분
달성

시기1

약간 달성

시기3

일부 달성

상당 부분
달성

시기2

졸업 연관

거의 달성

시기1

연관성 성과 달성도
졸업 연관
상당 부분
달성

성과

Table 14. Continued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점검표기반평가

의료관리와지역사회 선다형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
트기반평가
의학-1
가, 동료평가
의료윤리-1
프로젝트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
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
평가, 일지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
가, 토론&발표기반평가
가, 선다형시험, 논술시험
의학입문및체험실습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
인성교육실습
평가, 자기평가, 일지기반평가, 논술시험
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의사와리더십
진로탐색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평가, 동료평가
보건의료법규
선다형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
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
평가, 논술시험
일지기반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동료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동료평가, 일지기반평가, 자기평가

자기평가

자기평가, 논술시험, 사례기반시험

프로젝트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
가, 일지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점
검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선다형시험, 사례기반시험, 자기평 프로젝트기반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
가,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일지기반평가
평가
점검표기반 평가
의학입문및체험실습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 평가, 프로젝트기 동료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자기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인성교육실습
반평가, 점검표기반 평가, 논술시험
의사와리더십

의료관리와지역사회 선다형시험, 일지기반평가, 토론&발표 기반평가, 사례기 토론&발표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평
의학-1
반시험, 자기평가, 동료평가
가, 동료평가, 사례기반시험
진로탐색
의료윤리-1
보건의료법규
선다형시험
포트폴리오기반평가, 동료평가

의료인문 교육과정

추천 평가방법
평가방법
주요
권장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토론&발표기반평가,
평가, 선다형시험, 일지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자기
점검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
평가, 동료평가, 점검표기반평가, 논술시험
가, 확장결합형시험, 자기평가
의학입문및체험실습 토론&발표기반평가, 포트폴리오기반평가, 프로젝트기반 프로젝트기반평가, 사례기반시험, 동료 포트폴리오기반평가, 자기평가, 점검
인성교육실습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점검표기반평가, 논술시험, 평가
표기반평가, 토론&발표기반평가, 논
의사와리더십
사례기반시험
술시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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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지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식과 술기를 평가항목으로

부분을 차지하며[19] 의사의 환자지지는 환자-의사 간의 상호작용

하여 선다형시험, 확장결합형시험과 임상수행시험, OSCE 등이 주

을 통해 만족감이나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킨다[20]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14] 의료인문 성과로는 평가하기에 적합하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직 종사자가 온전함, 통합성, 도덕성, 이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타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선언

역량이란 관련성 있는 지식, 동기, 가치지향, 태도, 정서 및 여러

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21]. 의학에서는 의사가

사회적 행동의 결합에 토대를 두고 외적 요구가 있을 때 즉, 맥락

자신의 이익에 우선하여 환자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을

속의 특정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으로 가시화된다고 하였다[8]. 본

요구하며[22]. 환자와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유지할 책무와 사회건

연구에서도 졸업성과의 역량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태도(자기개발)

강에 대한 욕구에 반응할 책무를 포함한다[21].

뿐만 아니라 태도와 지식(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태도와 지식

문제해결 역량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료화와 원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

과 술기가 모두 결합된 항목(의사소통, 문제해결)에 대한 성과의 평
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8,23]. 일상에서 대인관

적정 평가방법으로 의사소통에는 진료술기 직접관찰, 환자지지

계의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나 방법

에는 360도 다면평가, 프로페셔널리즘에는 동료평가와 프로젝트

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력[24],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생

기반 평가, 문제해결에는 프로젝트기반 평가와 동료평가, 자기평

각하고, 가장 효과적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과정[25]이라 정의

가, 일지기반 평가, 자기개발에는 포트폴리오기반 평가와 프로젝트

하고 있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닌 지식을

기반 평가, 토론&발표기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추천되었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고 조직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

다. 이로서 의료상황에서 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관점에서 볼

는 기술이다[26]. 문제해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

때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의학교육 현장에서 의료인문 성과를 측정

되지만[27,28] 창의성과 상상력[29]도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연구에서 의사소통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서 강의 외에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방법으로는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

표준화환자나 모의환자를 이용한 실습, 동료 간 역할극 등이 활용될

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8].

수 있다[30-32]. 프로젝트기반 학습은 의사소통[33], 문제해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과 함께 자기학습의 개념으로 이론

[34,35],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적인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본 연구에서 시기별 적정 의료인문 성과 평가방법을 검토한 결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대책의 하나로 평

과 시기1에서는 사례기반 시험, 동료평가, 프로젝트기반 평가, 토

가되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이 평생교육 개념에서부

론&발표기반 평가, 포트폴리오기반 평가가 추천되었고, 시기2에

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달의 각 단계에 적절한 자

서도 시기1과 동일한 평가방법들이 추천되었다. 시기3에서는 다른

기주도 학습능력을 개념화하고 수준을 평가하고 자기주도 학습능

시기와 유사한 평가방법 외에 간편임상평가실습이 추천되고 있어

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다[8].

임상실습교육이 주된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의료인문 교육성과를 평가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

동시에 본 연구는 계명의대가 운영하는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

는 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의학교육 분야에서 소개되는 의료인

을 통하여 해당 시기성과가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

문 성과측정방법들을 조사하여 계명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료인문

다. 조사한 의료인문 교육과정으로는 시기1에 ‘의학입문및체험실

관련 졸업성과 달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

습’, ‘인성교육실습’, ‘의사와리더십’, 시기2에 ‘의료관리와지역사

다. 이를 위하여 의학교육 경험이 풍부한 의학교육전문가와 교육학

회의학-1’, ‘진로탐색’, ‘의료윤리-1’, 시기3에 ‘보건의료법규’가 운

전공자가 참여하였다. 동시에 의료인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원

영되고 있었다. 시기성과 중 진료 영역의 달성에는 대부분 학생평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해

가를 의과학 교육과정에서 담당하고 있어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였

당 시기성과를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고,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는 ’의료윤리-1‘, ’보건의료법규‘가 진

졸업성과를 구성하는 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

료 역량과 부분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의료윤

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의 6가지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환

리-1‘과 ’보건의료법규‘에서 진료에 관여되는 역량들은 같은 시기

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자기개발 4개 역량은 의료인문 성과와 밀

의 다른 영역의 역량에도 중첩되어 제시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진료

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문제해결과 연구 역량에서

영역은 제외하였다.

는 연구와 같이 과학적인 성과 부분을 제외하고 환자를 포함한 대

시기1의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대학은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

인이나 사회와 관련된 문제해결 부분만 의료인문 성과와 연관이 있

로페셔널리즘 영역의 성과를 거의 달성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자기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료 역량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의과

개발 영역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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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 자기개발 등이 졸업성과를

을 우선적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비록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평

이루는 중요한 역량 요소임에도 교육 내용 속에 산발적으로 다루어

가방법과 성과의 달성을 연관 지어 분석하였으나 이는 학생평가를

지고 있으므로 시기1에서는 학생들이 이들 역량에 대한 개념과 원

관리한 책임/부책임 교수를 대상으로 학생평가를 통한 성과 달성

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채플,

정도만을 살펴본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목에서의 교육내용

의료선교학 등 환자지지 역량 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루는 교육

과 교수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

과정들이 있지만 학생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성과를 평

는 의료인문 관련 교육에는 개별 교과목마다 여러 명의 교수들이

가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2의 의료인문 교

참여하므로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마다 수업내용과 수업방법을 분

육과정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 영역의 성과는 상당 부분

석하여 각 교과목에서의 성과 달성 정도를 도출하기에는 본 정책연

달성되고 있으며 의사소통, 환자지지, 자기개발 영역의 성과는 부

구로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 의료인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시기2의 의료인

교수들이 참여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의사소통, 환자지지

종합적으로 의료인문 관련 역량의 평가방법들은 계명의대 졸업

의 개념과 적용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성과와 시기별 성과에 대해서 타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도구로

였다. 시기3에서는 의료인문 교육과정으로 ‘보건의료법규’만 운영

생각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과정과 학습의 맥락에 맞게 적절하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보완하거나 시기3 성과를 총괄적으로

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규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졸

평가하기 위한 시기성과 평가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업성과 중에서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 자

다. 한편으로 시기3에서는 임상실습교육과정 등 의과학 교육과정

기개발 영역의 역량 개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에서 진료 역량과 아울러 다른 의료인문 관련 역량들에 대한 통합

판단된다. 다만, 졸업성과를 이루는 역량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명

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확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편으로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학생평가가 졸업성

하며, 의료인문 교육과정에 활용되는 학생평가 방법이 졸업성과와

과와 시기별 성과를 달성하기에 타당하다고 추천되는 평가방법으

시기별 성과의 달성을 위해 타당성과 유효성이 있는지를 제고할 필

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의료인문 교육

요가 있다.

과정은 졸업성과 중 일부만 달성하고 있고, 시기1과 시기2에는 타
당하다고 추천된 평가방법들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었으나 시기3에
는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추천된 평가방법이 의료상황에서 발생하
는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평가방법인 관계로 임상실습교육과정
(또는 졸업 후 진료 환경)에서 의사소통 관련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

Conflict of interest
All authors declare no conflicts-of-interest related to this
article.

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자지지 역량에서는 의료인문 교
육과정에서 졸업성과 중 일부만 달성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추천된
평가방법인 360도 다면평가는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
방법이 의료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임상실습교육과정에
서 환자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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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졸업
성과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추천된 평가방법들
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시기3에서 프로페셔
널리즘 역량 달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문제해결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졸업성과
의 일부만 달성하고 있고, 추천된 평가방법은 일부만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자기개발 역량에 대하여 의료인문 교육과정은 졸

References
1. Lewinsohn R. Medical theories, science,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Soc Sci Med. 1998;46:1261-70.
2. Kwon SO. Conception of medical humanities and it’s role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 Med Educ. 2005;17:217-23.

업성과의 일부만 달성하고 있고, 추천된 평가방법들이 실제 교육과

3. Arnott R, Bolton G, Evans M, Finlay I, Macnaughton J, Meakin

정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

R, et al. Proposal for an academic association for medical hu-

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으로서 평생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자

manities. Med Humanit. 2001;27:104-5.

기개발 교육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계명의대의 졸업성과 및 시기별 성과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인문 관련 역량 평가방법들을 조사 분석하는 것
96

4. Greaves D. Reflections on a new medical cosmology. J Med Ethics. 2002;28:81-5.
5. Meng KH.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he medical educahttp://www.e-kmj.org

계명의대학술지 제40권 2호 2021

tion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implementation and activities in early stages. Korean Med Educ Rev. 2020;22:1-8.
6. Hwang IK. Teaching medical humanities through an illness narrative. Korean J Med Educ. 2013;25:81-8.
7. Kirklin D. The centre for medical humanities, royal free and
university college medical school, London, England. Acad Med.
2003;78:1048-53.
8.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ti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08.
21. Cheong Y. Medical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autonomy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2004;7:141-50.
22. Stobo JD, Lacombe MA, Cohen JJ, Schechter GP, Kimball HR,
Blank LL. Project professionalism. New York: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Publication; 1999.
23. Son K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skills and the ability of ability. Korean J Clin Soc
Work. 2017;14:1-27.
24. Spivack G, Platt JJ, Shure MB.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6.

9. Amin Z, Seng SY, Eng KH. Practical guide to medical student

25. Suh JH. Are habilit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schizophre-

assessment. Jung MH, Kim SH, Ryu SH, Translators. Seoul:

nia: using problem-solving skill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Koonja; 2012.
10. Dent JA, Harden RM.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s. Kim
S, Park WB, Shin JS, Translators. Seoul: Academy Press; 2008.
11. Ahn D. Korean doctor’s role. J Korean Med Assoc. 2014;57:3-7.
12. Choe JD. Humanities insights in medical treatment/medicine.
Yonsei J Med Educ. 2006;8:13-22.

Seoul: Yonsei University; 1998.
26. Choi H, Cho D.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265-74.
27. Gregory CE. The management of intelligence; scientific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New York: McGraw-Hill; 1967.

13. Hwang JY, Jeong HS.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of the

28. Kepner CH, Tregoe BB. The rational manager; a systematic ap-

medical knowledge written examination and clinical skill score

proach to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Mc-

i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11;23:305-14.

Graw-Hill; 1965.

14. J. Grant SH V. What do they think of it now? Medical graduates’

29. Higgins JM.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the hand-

views of earlier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Med Teach.

book of new ideas for business. Winter Park, Fla: New Manage-

2000;22:260-4.

ment Pub. Co; 1994.

15. Zoppi K, Epstein RM. Is communication a skill? Communication behaviors and being in relation. Fam Med. 2002;34:319-24.

30. Nam KJ, Kim JH. The developing and validation of communication ability scale. J Creat Educ. 2010;10:85-109.

16. Laidlaw TS, MacLeod H, Kaufman DM, Langille DB, Sargeant J.

31. Yedidia MJ, Gillespie CC, Kachur E, Schwartz MD, Ockene J,

Implementing a communication skills programme in medical

Chepaitis AE, et al. Effect of communications training on medi-

school: needs assessment and programme change. Med Educ.
2002;36:115-24.
17. Hall P, Keely E, Dojeiji S, Byszewski A, Marks M. Communica-

cal student performance. JAMA. 2003;290:1157-65.
32. Colletti L, Gruppen L, Barclay M, Stern D. Teaching students to
break bad news. Am J Surg. 2001;182:20-3.

tion skills, cultural challenges and individual support: challenges

33. Kim KK, Yoon J, Choi KY, Park SY, Bae JH. The effect of inter-

of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n a Canadian healthcare en-

disciplinary cooperation project learning on communication,

vironment. Med Teach. 2004;26:120-5.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18. Yang E.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 Med Educ. 2008;20:99-107.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8;14:252-61.
34. Cheong MH, Shin GS. The effects of the project-based learning

19. Chae YR, Kang HY, Lee SH, Jo YM, Koo HJ. Relationships

on improvement of creative thinking, creative disposition and

among family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sick role behavior

problem solv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Educ Psychol.

and physiological indicators in hemodialysis patients. Korean J

2004;18:287-301.

Health Promot. 2020;20:24-32.
20. Choi Y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mpliance with sick role behavior in elderly hemodialysis pa-

http://www.e-kmj.org

35. Yamzon A.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choice in project-based learning and achievement. Maryland: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97

Associ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Analysis
of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ung Hee Chang1, Seung Wan Hong2, Young Sung Suh2, Dae Hyun Kim2
1
2

Original Article
pISSN 2092-8335 · eISSN 2733-5380
Keimyung Med J 2021;40(2):98-107
https://doi.org/10.46308/kmj.2021.00136

Received: October 4, 2021
Revised: October 20, 2021
Accepted: October 22, 2021

Corresponding Author:
Dae Hyun Kim, M.D., Ph.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103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4175
Fax: +82-53-258-4177
E-mail: dhkim@dsmc.or.kr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yungdae Hospital, Daegu, Korea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In Korea, skipping breakfast is of concern as an unhealthy dietary habit.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and obesity has been established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urope, studies on this topic in Korean adolescents are scarce.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skipping breakfast in Korean adolescents. Data from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were analyzed. This anonymous,
self-administered online questionnaire examined health behaviors including smoking, drinking, obesity, eating habits, sleep duration, and physical activity in Korean
youth. Questions included those o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economic status,
parental education level, etc. This study included data from 56,933 adolescents aged
12-18 years. Skipping breakfast was defined as consuming breakfast fewer than five
times per week. BMI, health behavi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he breakfast-skipping and control groups. The skipping-breakfast and control groups comprised 25,836 (45.4%) and 31,097 (54.6%) subjects, respectively. BM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reakfast-skipping group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21.6 ± 3.24 kg/m2 vs. 21.4 ± 3.26 kg/m2, p < 0.001). Among the normal-weight and overweight groups, 44.9% and 47.3% skipped breakfast, respectively
(p < 0.001). After adjusting for health behavi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isk
of overweight was higher in those who skipped breakfast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odds ratio; 1.125, 95% confidence interval; 1.077-1.176). Skipping breakfast
was related to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Therefore, longitudin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skipping breakfast is associated with overweight.
Keywords: Adolescent, Body mass index, Overweight, Skipping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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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fast, as a meal that balances all other meals in a day, affects whether an
individual has lunch and how they distribute snacks and meals during the day
[1-3]. Individuals who eat breakfast show better health overall than those who
skip breakfast as they consume more essential nutrients and dietary fiber;
moreover, they also have better academic achievement as breakfast improves
their memory [2]. In addition, skipping breakfast is correlated with obesity and
abnormal menstruation and increases the risk of anemia caused by iron deficiency, diabetes, metabolic syndrome, and mortality [3-6].
As adolescence is the period during which individuals grow physically and
mentally at a rapid pace, breakfast is critical in terms of providing nutrients. In
particular, skipping breakfast during adolescence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ating habits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 in adulthood.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http://www.e-kmj.org

계명의대학술지 제40권 2호 202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the
percentage of adolescents aged 12-18 years who skip breakfast
increased from 23.8% in 2005 to 29.0% in 2010 and 32.6% in
2015 [7].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adolescents skipping
breakfast reached 34.6% in 2016,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26.3% of adults who do so; thus, skipping breakfas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among adolescents.
According to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breakfast
and adolescent health, obese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skip breakfast, and breakfasts tend to be low in calories,
whereas dinners tend to be high in calories [8]. Project Eating
Among Teens (EAT), which followed-up 2,216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r five years, revealed that the frequency of
breakfast consumption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weight
gain and body mass index (BMI) [9]. A study in Australia reported that breakfast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BMI [10], whereas a study in Canada reported that adolescents who did not eat breakfast every day were almost twice
as likely to become overweight [3,10].
Likewise, while skipping breakfast was reported to increase
the risk of overweight, few studies in Korea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BMI and overweight in growing adolescents. Hence,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status of skipping breakfast among Korean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based o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BMI, and overweight.

The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included 60,39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provided complete responses to questionnaire items about height, weight, and breakfast
frequency.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ir BMI and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except for
those with low weight (Fig. 1).

2. Variables
1) Body measurements and obesity
The body measurements in the present study included the
respondents’ self-reported heights and weights up to the first
decimal place. The BMI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weight
(kg) by the square of the height (m). Using the 201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ublished by the KCDC in 2017, the present study classified the
participants into percentiles by sex, age, and BMI [11]. The
present study’s selection criteria for overweight and obesity followed those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in which overweight was defined as the 85th-94th BMI percentiles, obesity as
the 95th BMI percentile or higher, and severe obesity as 120139% of the 95th BMI percentile. In addition, the fifth BMI percentile or lower was defined as low weight and the 5th-84th
BMI percentiles as normal weight.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otal 62,276 assessed for eligibility

Materials and Methods
Excluded: adolescents with missing data on
breakfast consumption, height, or weight

1. Data and study subjects

The present study used data from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onducted in 2017. The survey
was an anonymous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conducted on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to third graders in high
schools nationwide to identify health behaviors such as smoking, drinking, obesity,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survey included 3,027,488 adolescents from 5,632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as of April 2017. The
sample included 400 middle schools and 400 high schools,
with five middle and high schools each allocated to 17 cities
and provinces. Proportional allocation was used to allocate
the number of sampled schools so that the population ratio in
each of the strata was identical to the sample ratio. The participants in the survey included 62,276 of 64,991 participants
from 799 schools (95.8%).

http://www.e-kmj.org

60,392 assessed to calculate body
mass index (BMI)

Excluded: underweight adolescents (below the
5th percentile of BMI-for-age growth charts)

Final analysis set (n = 59,993)

Adolescents who ate
breakfast (n = 31,097)

Adolescents who skipped
breakfast (n = 25,836)

Fig. 1. Flow diagram of participa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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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ctors related to eating habits and overweight
To identif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present
study included sex, age, type of housing, economic status, parent education level, drinking, and smoking.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responses of high, middle-high, middle, middle-low, and low in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were categorized in the present study into three
groups: high (high and middle-high), middle, and low (middle-low and low). Regarding parent education level, except for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parents with college or
higher and high school or lower levels of education.
Among lifestyle habit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participants’ current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leep duration,
and eating habits. For alcohol consumptio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based on frequency into non-drinking (alcohol
consumption less than once per month) or drinking (alcohol
consumption once or more a month) groups. Similarl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non-smoking (smoked for less
than one day per month) and smoking (smoked for one day or
more per month) groups. For eating habit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ose who skipped breakfast (consumed
breakfast less than five days a week) and those who ate breakfast (consumed breakfast at least five days per week). The participants were also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ir consumption of soda, fast food, ramen, and cracker as
three times or more less than three times per week. Finally, 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as consuming milk and fruit intake (consumption at least once per day) or not (consumption
less than once per day) based on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12].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ctivity related to overweight
were divided based on how many days per week the participants
performed physical activity lasting for 60 minutes or longer, resulting in slightly rapid breathing (less than five or five times or
more per week). They were also categorized based on how many
times per week they performed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muscle-strengthening exercises lasting 20 minutes or longer (less
than twice or two times or more per week).
The participa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ed
their self-perceptions of health, body image, happiness, and
stress as well as a question about whether they had seriously
thought of committing suicide in the last 12 months. The participants’ self-perceptions of health, body image, and happiness were each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healthy, moderate, and unhealthy; skinny, moderate, and fat; and happy,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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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ge, and unhappy, respectively. The participants’ self-perceptions of stress were categorized into the stressed group,
who reported feeling ‘stressed out a lot’ or higher, and the
non-stress group, who reported feeling ‘stressed out a little’ or
lower.

3. Data analysis method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continuous variables and
frequencies and percentage of categorical variables. Since the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by
systematic sampling and included weighted values, the present study applied these weighted values for statistical analysis.
Variables known to be correlated with skipping breakfast and
percentage differences between the normal-weight and overweight or higher groups were analyzed by chi-square and
t-tes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adjusted odds ratios of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prevalence. p < 0.05 in two-sided tests was considered to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1. Participant general characteristics

Table 1 sh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ged
12-18 years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The analysis of 56,933
adolescents who responded to the breakfast questionnaire
showed that 45.4% of participants skipped breakfast, while 54.6%
ate breakfast. The normal-weight and overweight or obesity
groups comprised 78.7% and 21.3% of the study population, respectively. The average BMI was 21.5 ± 3.25 kg/m2.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ccounted for 50.6% and
49.4% of the participants, respectively.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accounted for 65.1% of fathers’ and 58.9% of mothers’
educational levels. Regarding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
middle group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at 46.3%.
Among eating habits, participants who drank soda three
times or more per week comprised 33.0% of the population,
while those eating fast food three times or more a week comprised 19.6%, those eating ramen three times or more a week
comprised 25.7%, and those eating crackers three times comprised 39.3%. Participants who ate fruits or drank milk at
least once per day accounted for 22.1% and 25.8% of the participa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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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 = 56,933)
Vari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Age (years)

Body mass index (M ± SD)
Overweight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Family economic status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smoking
Experience of alcohol drinking
Breakfast consumption (≥ 5 days/week)
Soda consumption (≥ 3 times/week)
Fast food consumption (≥ 3 times/week)
Ramen consumption (≥ 3 times/week)
Cracker consumption (≥ 3 times/week)
Fruit consumption (≥ 1 time/day)
Milk consumption (≥ 1 time/day)
More than 60 mins/day
Vigorous physical activity
Muscle strengthening
Self-perception of health

Self-perception of body image

Self-perception of happiness

Self-perception of stress
Suicidal ideation
Sleep hours (M ± SD)

Categories
Male/Female
12
13
14
15
16
17
18
Normal
Overweight
≥ College
≥ College
High
Middle
Low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Healthy
Moderate
Unhealthy
Skinny
Moderate
Fat
Happy
Average
Unhappy
Yes
Yes

N (%)
50.6/49.4
4,685 (8.2)
9,532 (16.7)
9,482 (16.7)
9,517 (16.7)
9,805 (17.2)
9,908 (17.4)
4,004 (7.0)
21.5 ± 3.25
44,796 (78.7)
12,137 (21.3)
29,116 (65.1)
26,810 (58.9)
22,704 (39.9)
26,334 (46.3)
7,895 (13.9)
592 (18.2)
13,667 (61.3)
31,097 (54.6)
18,810 (33.0)
11,159 (19.6)
14,606 (25.7)
22,349 (39.3)
12,595 (22.1)
14,701 (25.8)
8,288 (14.6)
32,773 (57.6)
19,769 (34.7)
41,638 (73.1)
11,950 (21.0)
3,345 (5.9)
12,269 (21.5)
21,615 (38.0)
23,049 (40.5)
38,652 (67.9)
13,983 (24.6)
4,298 (7.5)
21,054 (37.0)
6,704 (11.8)
6.23 ± 1.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s (%).

2.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besity

Skipping breakfast significant affected BMI; the group that
skipped breakfast had a BMI of 21.6 ± 3.24 kg/m2, compared
to 21.4 ± 3.26 kg/m2 among those who ate breakfast (Table 2).
The analysis of obesity differences depending according to
breakfast habits reveal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obesity
http://www.e-kmj.org

in those skipped breakfast than that in those who ate breakfast (p < 0.001).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skipping breakfast shown in
Table 2, female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skip breakfast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p < 0.001), and a higher percentage of those skipping breakfast had parents with a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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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besity according to breakfast skipping and affecting factors
Variables
Body mass index (kg/m2)
Diagnostic criteria of obesity

Sex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Family economic status

Soda consumption ( ≥ 3 times/week)
Fast food consumption ( ≥ 3 times/week)
Ramen consumption ( ≥ 3 times/week)
Cracker consumption ( ≥ 3 times/week)
Fruit consumption ( ≥ 1 time/day)
Milk consumption ( ≥ 1 time/day)

Normal
Overweight
Obese
Severely obese
Male
Female
≥ College
≥ College
High
Middle
Low
Yes
Yes
Yes
Yes
Yes
Yes

Skip Breakfast, n (%)
(N[sum] = 25,836)
21.6 ± 3.24
20,101 (77.8)
2,772 (10.7)
2,767 (10.7)
196 (0.8)
12,370 (47.9)
13,466 (52.1)
11,693 (60.2)
10,644 (53.6)
9,389 (36.3)
12,306 (47.6)
4,141 (16.0)
9,808 (38.0)
5,669 (21.9)
7,449 (28.8)
9,984 (38.6)
4,312 (16.7)
5,574 (21.6)

Eat Breakfast, n (%)
(N[sum] = 31,097)
21.4 ± 3.26
24,695 (79.4)
2,974 (9.6)
3,207 (10.3)
221 (0.7)
16,440 (52.9)
14,657 (47.1)
17,423 (68.8)
16,166 (62.9)
13,315 (42.8)
14,028 (45.1)
3,754 (12.1)
9,002 (28.9)
5,490 (17.7)
7,157 (23.0)
12,365 (39.8)
8,283 (26.6)
9,127 (29.4)

p-Value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5
< 0.001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an a college level of education (p < 0.001). A higher percentage of those who skipped breakfast had a low subjective
economic status (p < 0.001).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adolescents’ eating habits showed that those who skipped
breakfast were more likely to consume soda and fast food
three times or more per week (p < 0.001, p < 0.05). Whil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te ramen three times or more a
week was higher in those who skipped breakfas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te crackers three times or more a week was
lower in those who skipped breakfast (p < 0.001). Participants who skipped breakfast were less likely to eat fruits at
least once per day than those who ate breakfast. Individuals
who skipped breakfast also consumed milk less frequently
than did those who ate breakfast (p < 0.001).

3. Prevalence of overweight according to breakfast habi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based on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revealed a higher prevalence in male adolescents (p < 0.001) and the lowest prevalence among those 14
years of age (p < 0.001). A higher level of parental education
resulted in a significantly low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1), while lower economic status led to a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1). Smoking and drinking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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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837 and p = 0.396, respectively).
The overweight preval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that skipped breakfast (p < 0.001). Regarding other
eating habits, although the overweight prevalence was slightly
higher among those who drank soda three times or more a
week,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170). Those who ate fast food, ramen, or crackers three
times or more a week also tended to have a low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1). Those who ate fruits once or more
per day had a low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1). In
contrast, those who drank milk once or more a day had a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1).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overweight, those who performed physical activity for 60
minutes or longer for at least five days per week tended to
have a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904). A higher percentage
of those in the overweight group performed vigorous physical
activity at least twice per week (p < 0.001). In comparison,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muscle strengthening activities at least twice per week was lower in the overweight group
(p < 0.001).
Amo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ose who subjectively
perceived themselves as unhealthy and fat showed a higher prev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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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ce of overweight (p < 0.001). Those who subjectively perceived themselves as unhappy and stressed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p = 0.003 [p < 0.05], p <
0.001). The overweight group tended t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uicidal ideation (p = 0.005 [p < 0.01]) (Table 3).

4.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adolescent overweight, the present study calculated the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i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odels, which input significant variables from the
univariate model (gender, age, fast food, ramen, milk, number
of days for vigorous physical activity, number of days for muscle-strengthening, self-perception of health, self-perception of
stress, and sleep duration)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that skipped breakfast

Table 3. Prevalence of overweight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Variables
Sex
Age (years)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Family economic status

Experience with smoking
Experience with alcohol consumption
Breakfast consumption
Soda consumption
Fast food consumption
Ramen consumption
Cracker consumption
Fruit consumption
Milk consumption
More than 60 mins/day
Vigorous physical activity
Muscle strengthening
Self-perception of health

Self-perception of body image

Self-perception of happiness

Self-perception of stress
Suicidal ideation

Male
Female
12
13
14
15
16
17
18
≥ College
≥ College
High
Middle
Low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Healthy
Moderate Unhealthy
Skinny
Moderate
Fatty
Happy
Average
Unhappy
Yes
Yes

Normal, n (%)
(N[sum] = 44,796)
21,740 (48.5)
23,056 (51.4)
3,689 (78.7)
7,628 (80.0)
7,643 (80.6)
7,471 (78.5)
7,689 (78.4)
7,617 (76.9)
3,059 (76.4)
23,597 (66.6)
21,668 (60.0)
18,057 (40.3)
20,877 (46.6)
5,862 (13.1)
458 (18.3)
10,555 (61.4)
24,695 (55.1)
14,737 (32.9)
8,990 (20.1)
11,913 (26.6)
18,362 (41.0))
10,255 (22.9)
11,401 (25.5)
6,517 (14.5)
25,554 (57.0)
15,783 (35.2)
33,466 (74.7)
8,957 (20.0)
2,373 (5.3)
12,225 (27.3)
20,869 (46.6)
11,702 (26.1)
30,535 (68.2)
10,958 (24.5)
3,303 (7.3)
16,245 (36.3)
5,186 (11.6)

Overweight, n (%)
(N[sum] = 12,137)
7,070 (58.3)
5,067 (41.7)
996 (21.3)
1,904 (20.0)
1,839 (19.4)
2,046 (21.5)
2,116 (21.6)
2,291 (23.1)
945 (23.6)
5,519 (54.2)
5,142 (54.4)
4,647 (38.3)
5,457 (45.0)
2,033 (16.7)
134 (18.0)
3,112 (60.8)
6,402 (52.7)
4,073 (33.4)
2,169 (17.9)
2,693 (22.2)
3,987 (32.8)
2,340 (19.3)
3,300 (27.2)
1,771 (14.6)
7,219 (59.5)
3,986 (32.8)
8,172 (67.3)
2,993 (24.7)
972 (8.0)
44 (0.4)
746 (6.1)
11,347 (93.5)
8,117 (66.9)
3,025 (24.9)
995 (8.2)
4,809 (39.6)
1,518 (12.5)

p-Value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
<
<
<
<
<
<
<

0.837
0.396
0.001
0.170
0.001
0.001
0.001
0.001
0.001
0.904
0.001
0.001
0.001

< 0.001

0.003

< 0.001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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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overweight than the group that ate breakfast in the
univariate model, which did not control for other variables
(odds ratio [OR] 1.101, 95% confidence interval [CI] 1.057–
1.146). In the model that controlled for sex and age, the risk
ratio of overweight or higher increased 1.120-fold (OR 1.120,
95% CI 1.076–1.166) in the group that skipped breakfast
compared to the group that ate breakfast. In the multivariate
model that controlled for all other variables related to overweight, the risk ratio of overweight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by 1.125-fold (OR 1.125, 95% CI 1.077–1.126) (Table 4).

Discuss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raw data from the 2017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of Korean adolescents (aged
12-18 years) to conduct a secondary analys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participants who skipped
breakfast to those who did not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The percentage of adolescents who skipped breakfast in the
present study has increased sharply from 29.0% in 2010 to
45.4% in 2017 and skipping breakfast has become more prevalent nationwide. This increase may be attributable to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excessive study load, anxiety about
college entrance exam, psychological insecurity during puberty, lack of appetite, or a lack of time to eat breakfast because of the need to go to school early [13]. However, skipping breakfast is a cause of overweight and obesity, and eating
breakfast and regular eating habits reportedly help reduce

body fat; in addition, breakfast frequency and BMI are inversely correlated [14]. These findings were also confirmed in
th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which included
41 countries in a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s [15].
The present study found a parental education level of high
school or lower led to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s of participants who skipped skipping and who were overweight
than those of adolescents with parental education levels of
college or higher. A higher level of parental education, which
serves as a socioeconomic indicator, leads to more interest in
eating habits and health and such parents are more likely to
control their adolescent children’s weight, provide breakfast,
and encourage healthy behavior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worldwide that a
lower level of parental education results in a higher level of
obesity [16-18].
According to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level and obesity prevalence published in Korea from
the early 2000s until recently, the risk of obesity has increased
over time in groups with a lower socioeconomic status compared to the risk in groups with a higher socioeconomic status. Another analysis of the 2007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also reported a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in the group with a lower level of parental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furthermore, a study on adolescents
from 33 countries reported that a lower family 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skipping of breakfast and
that such health behaviors had an effect on overweight [19].
Given that a lower subjective economic status resulted in higher

Table 4. Summary of stratified analyses to examine the effect of various characteristics on the pooled odds ratios of overweight for those
who consumed or skipped breakfast
Variables
Skipping breakfast
Sex
Age
Fast food consumption
Ramen
Milk
Vigorous physical activity
Muscle strengthening
Self-perception of health
Self-perception of health (moderate)
Self-perception of health (unhealthy)
Self-perception of stress
Sleep hours

Model 1
OR
1.101

95% CI
1.057–1.146

Model 2
OR
1.120
0.672
1.037

95% CI
1.076–1.166
0.645–0.700
1.025–1.049

Model 3
OR
1.125
0.628
1.028
0.897
0.756
1.080
1.081
0.771

95% CI
1.077–1.176
0.599–0.658
1.013–1.043
0.847–0.950
0.717–0.797
1.028–1.134
1.032–1.132
0.733–0.811

1.438
1.672
1.115
1.009

1.364–1.516
1.532–1.825
1.064–1.169
0.992–1.02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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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s of participants who skipped breakfast and were
overweight in the present study,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family economic status, which is indicative of the socioeconomic level, and the risk of overweight in adolescenc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at of other studies that observed adolescent health inequality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level
[20]. In other words, a lower socioeconomic level increases the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skip breakfast, decreases access to
exercise facilities and physical activity, increases the number of
non-physically active leisure hours such as television watching,
and ultimately leads to overweight.
Comparison of percentage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the present study who skipped breakfast and were overweight revealed a higher percentage of female adolescents
who skipped breakfast than that among their male counterparts; however, more male adolescents were overweight and
were more likely to become overweight with age. The finding
of a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with age in male adolescents is consistent with that of a previous study that reported
a higher percentage of obesity among older male adolescents
[21] and a study that reported a higher percentage of obesity
with age among adolescents aged 12-18 years [22]. The cause
for this phenomenon is reported in another study that found
increased intake of obesity-related foods with age in Korean
adolescents, in addition to an increase in their sedentary eating habits due to lifestyles focused on college entrance exams
[23]. Female adolescents may skip breakfast as they get older
because they become more interested in controlling their
weight and look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24]. However,
the finding of a lower prevalence of overweight among female
adolescents than in their male counterparts although they
skipped breakfast seems to be related to physical sex differences in body type, weight, interest in physical appearance,
eating speed, and total food consumption [25].
Among eating habits, excess consumption of fast food and
soda is a major cause of overweight, and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intake of such foods should be reduced to decrease
weight. Adolescent’s consumption of fruits instead of fast food
or ramen, which contain high levels of fat, sugar, and salt, can
prevent health problems such as obesity,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Moreover, such health behaviors are important as they lead to healthy eating habits in adulthood [26]. In
addition, adolescents who ate fast food three times or more a
week reported a higher sense of unhappiness than did those
who did not consume fast food as often [27]. However, the
present study observed a lower prevalence of overweight
among breakfast-skipping participants who ate fast food, rahttp://www.e-kmj.org

men, and crackers three times or more a week and fruits once
or more a day and higher prevalence among those in the
breakfast-skipping group who drank milk at least once per
day. Similar to recent study findings of a lack of correlation
between the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and soda and BMI,
this result suggests that intake per eating occasion, calories,
and lifestyle habits rather than intake frequency may have affected the BMI [28]. In addition, multiple stud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 have reported an in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fast food intake and obesity. One report observed no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BMI and weekly consumption
frequency of fast food [28]. Similarly, an analysis of 2,656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reported that even though the fast food intake of adolescents aged 13-17 years rose sharply from 17.9 to 26.3%, this
increase did not result in increased obesity and overweight
[29]. When fast food was consumed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excess weight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at of men, but not with women [30].
Likewise, while various studi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e, sex, and intake frequency, some studies showed no
correlation or opposite findings [31]. These results can be influenced by the growth of adolescents, and the combination
of person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st food intake and obesity, and also affect the individual’s diet [31].
Even though physical activity is required during adolescence since it is a period where required nutrients increase
and ment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nges occur rapidly, not only do Korean adolescents lack physical activity but
they are also under stress due to psychological burden regarding their study and exams. Therefore, as physical activity
during adolescence is beneficial for health and also affects
health in adulthood, it is directly related to overweight or
obesity- related dis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and bone
health in adulthood. In the present study, while a higher level
of muscle strengthening twice or more per week in the group
that skipped breakfast tended to reduce the overweight prevalence, vigorous physical activity twice or more per week tended to increase the overweight prevalence. This finding seems
to suggest that adolescents’ recent interest in body type or efforts to control weight may have affected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even though they skipped breakfast. The definitions of muscle strengthening,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time per session were not clear and overeating after muscle
strengthening or vigorous physical activity could have affected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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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 to the participa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t study,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was
higher when the participants subjectively perceived themselves as unhealthy and fat. In addition, a subjective perception as unhappy and stressed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 study on Korean adults confirm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verweight and depression [32] and report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was higher in obese women than in women with normal
weight; it also showed a higher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obese women [33]. The present study’s finding
that a worse self-perception of health led to a higher prevalence of overweigh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perceived
subjective health status is an overall indicator of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A lower level of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negative effect on not only physical
health but also the ability to cope with stres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present and previous studies,
skipping breakfast during adolescence increased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were correlated with this increased prevalence of overweight. Since adolescent overweight transitions into adulthood
obesity and is likely to cause disease in adulthood, it is important to prevent adolescent overweight to improve health in not
just adolescence but also in adulthood. As the present study
confirmed factors contributing to breakfast skipping and overweight in adolescents, the importance of overweight-related
socioeconomic factors and mental health should not be overlooked along with efforts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breakfast.
Even though the present study used the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were revised in 2017 using raw data from the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skipping breakfast and overweight among Korean adolescents, it
has the limitation inherent to cross-sectional studies in that it
cannot determine the causality between factors. In addition,
given that only BMI was used to confirm adolescent overweight and height, weight, and socioeconomic factors were
self-reported, the overweight prevalence may not have been
completely accurate. Nonetheles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breakfast skipping and overweight
among Korean adolescents.
Therefore, a carefully planned prospective stud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is required to analyze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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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body temperature, i.e. fever, is a crucial vital sign, and suggests the patient’s infection or inflammation. COVID-19 has changed the lifestyle, and led to the changes
in medical use behavior of febrile patients.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etiologies of
fever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fever who visited the ED of a university hospital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Daegu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The cause of fever and its classification were carefully decided and established by agreement through
a discussion among board-certified clinicians in emergency medicine, neurology, general surgery, and internal medicine. The etiology of fever and its prevalence in ED were
compared between before and after COVID-19. A total of 3,041 patients with fever (>
37.7°C) in the ED were investigated, with 1,400 men (46.0%). Their mean age was
55.88 ± 20.59, and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with fever in ED was 8.16 ± 3.94 per
a day. The most common etiology before COVID-19 was respiratory system infection
(n = 535, 30.5%),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n = 313, 17.8%) and urinary tract infection (n = 209, 11.9%). However, after COVID-19, gastrointestinal cause became the
most common (n = 247, 27.3%), followed by respiratory system (n = 126, 13.9%) and
urinary tract infection (n = 102, 11.3%). There has been paradigm-shifting in fever etiology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changed fever etiology in the COVID-19 era.
Keywords: COVID-19, Emergency service, hospital, Etiology,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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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활력징후(vital sign, V/S)는 환자로부터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하
고 중요한 정보이다[1]. 병실의 운영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서 산소포화도나 통증 등을
활력징후에 추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활력징후는 혈압, 맥박수, 호흡
수, 체온 등으로 구성된다[2,3]. 활력징후는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로서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와 진료 수준에 차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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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져올 수 있다[4].
특히, 발열은 체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 정의와 범위가 명

2월 18일부터는 After COVID-19(AC)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AC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급감한 시점인 2020년 5월 1일 기
준으로 그 이전은 AC-1, 이후는 AC-2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과 흔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37.7°C을 기준으로 발열의 여부를 판단한다[5]. 감염

임상 데이터 수집

성 질환과 연관된 발열은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내원 시각, 나이, 성별, 병력, 응급실에서

치는 주요 증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고민해야할 사안

의 퇴실 배치와 형태, 최종 퇴원의 형태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

이다[6,7].

다. 응급실 방문부터 응급실에서 퇴실할 때까지의 활력징후, 진찰

지난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소견, 혈액검사(complete blood cell, electrolyte, calcium, phospho-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의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세계적으로

rus, glucose, total cholesterol,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reactive protein 등), 심전도, 흉
부/복부 X-ray 및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결

2020년 12월 27일까지 79,231,893명이 감염되어 1,754,574명이
사망하였고[8], 우리나라 역시 68,712명의 감염자와 900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구는 COVID-19의 국내 확산 초기에 집
중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2020년 4월 30일 기준 대한

과를 수집하였다. 발열에 대한 원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응급의학
과, 외과, 내과,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

민국 COVID-19 확진자의 76%(8,218명)가 발생한 지역이다.

였으며, 이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발열에 대한 원인 진단을 결정

COVID-19의 확산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생

하였다. 발열의 원인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응급실 퇴실이었다.

활 패턴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로 이어졌다.

통계분석

여부 및 응급실 방문에 따른 COVID-19 노출 위험성에 대한 추가

COVID-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또는 chi
square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결과의 유의성은 기본적으로 양측
유의 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통계 분석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지역의
한 상급 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DSMC 2020-10-041), 후향적 연구 설계로 서면 동의는 면제

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되었다.

한국은 응급실 이용에 대한 문턱이 낮은 국가로, 질환의 심각성
에 따라 진료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벼운 질
병부터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의료 이용이 가능하
다. 특히 발열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흔한 증상으로 병인 중
감염을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OVID-19 유행 시기에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스스로의 COVID-19 감염

COVID-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바탕으로, COVID-19 이전과 이
후에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의 병인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Results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Materials and methods

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 중에서, 응급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36,705명의 환자 중에서 응급실 도착 시 체온이 37.7°C 이
상인 3,041명의 발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리뷰하였으며, 이들
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BC와 AC에 응급실을 방문한
전체 환자는 각각 22,424명과 14,281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응급
실을 방문한 환자의 수는 전체 기간에서 8.16 ± 3.94명이었으며,
BC와 AC에서 각각 8.73 ± 4.05명과 7.80 ± 3.73명으로, AC에

실에서 측정한 첫 번째 활력징후 측정에서 37.7°C 이상의 발열이

발열 환자의 수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발열을 주소로 온

확인된 환자를 선별하였다. 이 중 18세 이하, 다른 병원에서 이송

환자의 비율은 BC에 1,754명(7.82%), AC에는 1,287명(9.01%)으

된 경우, 심정지, 그리고 응급실 도착 시 사망(Death on arrival)을

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p = 0.054). 응급실 방문 당시에 측정된

제외하였다. 응급실에서 퇴실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응급실을

발열 환자들의 평균 체온은 38.48 ± 0.61°C였다. 환자들의 평균

방문한 경우는 한 번의 응급실 방문으로 간주하였다.

나이는 55.88 ± 20.59세였으며, 남자는 1,400명(46.0%)이었다.

연구 대상자 및 일정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대구광역시의 첫 COVID-19 확진
자가 발생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의 12개월 동안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분

연구 기간은 대구광역시의 첫번째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 기준으로 이전은 Before COVID-19(BC), 2020년
http://www.e-kmj.org

BC와 AC에서 평균 나이는 각각 55.28 ± 20.68세와 56.69 ±
20.45세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p = 0.060), 성별은 각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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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Sex (males, %)
Patients per day (n)
Age (average, years)
29 or less
30s
40s
50s
60s
70s
80 or more
Body temperature (°C)

Total (n = 3,041)
1400 (46.0)
8.16 ± 3.94
55.88 ± 20.59
466 (15.3)
390 (12.8)
304 (10.0)
374 (12.3)
523 (17.2)
556 (18.3)
428 (14.1)
38.48 ± 0.61

BC (n = 1,754)
823 (46.9)
8.73 ± 4.05
55.28 ± 20.68
280 (16.0)
235 (13.4)
173 (9.9)
215 (12.3)
294 (16.8)
319 (18.2)
238 (13.6)
38.52 ± 0.59

AC (n = 1,287)
577 (44.8)
7.80± 3.73
56.69± 20.45
186 (14.5)
155 (12.0)
131 (10.2)
159 (12.4)
229 (17.8)
237 (18.4)
190 (14.8)
38.42 ± 0.63

p-Value
0.254
0.025
0.060
0.747

< 0.001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Table 2. The etiologies of the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Upper & Lower Respiratory infection
Gastrointestinal & intra-abdominal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Musculoskeletal, skin & soft tissue infection
CNS infection
Bloodborne disease (CRI, Rickestial , Bacteremia, etc)
Neutropenic fever
Post-operative fever
Drug fever
Undetermined or Unknown
COVID-19

BC (n = 1,754)
535 (30.5)
313 (17.8)
209 (11.9)
87 (5.0)
32 (1.8)
28 (1.6)
61 (3.5)
11 (0.6)
9 (0.5)
473 (27.0)
0 (0.0)

AC-1 (n = 381)
74 (19.4)
85 (22.3)
60 (15.7)
15 (3.9)
3 (0.8)
8 (2.1)
7 (1.8)
1 (0.3)
1 (0.3)
114 (29.9)
13 (3.4)

AC-2 (n = 906)
126 (13.9)
247 (27.3)
102 (11.3)
38 (4.2)
9 (1.0)
15 (1.7)

p-Value
< 0.001

26 (2.9)
2 (0.2)
3 (0.3)
336 (37.1)
2 (0.2)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CNS, central nervous system; CRI, catheter related infection; COVID-19, coronavirus
disease-19. Chi-square test.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남자가 823명(46.9%)와 557명(44.8%)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

전체 기간에서는 호흡기계(735명, 24.2%) 감염이 가장 흔한 발

다(p = 0.254). 전체 성인 발열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환자는 약

열의 원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계(645명, 21.2%)와 비뇨

절반(1,507명, 49.56%)에 해당하였다. 20대 이하, 30대, 40대, 50

기계(371명, 12.2%) 감염 순서로 많았다. BC에서는 호흡기계(535

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도 모든 연령

명, 30.5%)가 가장 많았으며, 근육 및 연조직(87명, 5.0%), 중추신

대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경계(32명, 1.8%), 혈행성 감염(28명, 1.6%), 호중구감소성 발열(61
명, 3.5%), 수술 후 발열(11명, 0.6%), 그리고 약물열(9명, 0.5%)이

발열의 원인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Table 2, Fig. 1). AC-1과 AC-2에서는 소화

발열의 원인은 먼저 감염성, 비감염성으로 구분하였고, 감염성

기계(85명, 22.3%)가 가장 많았으며, AC-1에서는 비뇨기계(60명,

원인의 경우 COVID-19 감염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였다.

15.7%)와 COVID-19(13명, 3.4%)가 다른 그룹보다 많았고 원인
불명(114명, 29.9%)이 다른 그룹보다 적었다.

COVID-19 감염이 아닌 경우 주요 발병 부위에 따라 호흡기계, 소
화기계, 비뇨생식기계, 근육 및 연조직, 중추신경계, 그리고 혈행성
감염으로 구분하였고, 비감염성 발열은 호중구감소성 발열, 수술

환자들의 퇴실 배치

후 발열, 및 약열을 포함하였고, 여러 기관에 동시에 감염 징후를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비율은 BC에 702명(40.0%), AC에 575명

보이는 경우나 응급실에서의 검사로 발열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44.7%)로, BC와 AC에서 전체 발열 환자들의 퇴실 배치 비율은 통

경우는 원인 불명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Fig. 1).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73). BC의 1,754명 중 의사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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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n = 1,754) ■ AC-1 (n = 381) ■ AC-2 (n = 906)

Fig. 1. The etiologies of the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Respiratory infection is the most common etiology of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in BC, ** gastrointestinal & intra-abdominal
infection became the most common etiology of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in AC-1 and AC-2.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Table 3. The destinations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Home
General ward
ICU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Death in emergency department

BC (n = 1,754)
806 (46.0)
702 (40.0)
77 (4.4)
112 (6.4)
45 (2.6)
12 (0.7)

AC-1 (n= 381)
130 (34.1)
195 (51.2)
28 (7.3)
16 (4.2)
10 (2.6)
2 (0.5)

AC-2 (n= 906)
402 (44.4)
380 (41.9)
38 (4.2)
52 (5.7)
27 (3.0)
7 (0.8)

p-Value
0.001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ICU, intensive care unit; CNS, central nervous system. Chi-square.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더에 의하여 귀가한 환자와 입원한 환자는 각각 806명(46.0%)과

퇴원한 경우, 후속 치료를 위하여 전원 된 경우, 사망한 경우로 나

702명(40.0%)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나, AC에서는 병실로 입원한 환자(575명, 44.7%)가 의사의 오더에
의하여 귀가한 532명(41.3%)보다 많았다(Table 3). COVID-19 확
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던 AC-1과 COVID-19 확산이 안정된 AC-2
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에는 AC-1 기간의 입원 비율이 BC와 AC-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누어 비교하였을 때, BC, AC-1, AC-2의 퇴원의 형태에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발열은 개인의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이슈이다[9-12]. 응급실에서 발열에 대한 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13-15],

COVID-19와 같은 커다란 감염병으로 의료계 전반이 대응 방안을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성인 환자는 응급실, 일반병실, 또는 중

논의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응급실에 방문하는 발열 환자의 추이에

환자실에서 퇴원할 수 있다(Table 4). 이 때 퇴원의 형태를 집으로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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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charge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Home discharge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Death

BC (n = 777)
660 (84.9)
69 (8.9)
48 (6.2)

AC-1 (n = 223)
179 (80.3)
29 (13.0)
15 (6.7)

AC-2 (n = 415)
348 (83.9)
37 (8.9)
30 (7.2)

p-Value
0.374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Chi-square.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의 응급실의 발열 환자의 경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저자들

기계 감염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하지만 COVID-19가 안

이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위치한 도시는 COVID-19의 발

정기에 접어든 AC-2에서는 소화기계 감염에 의한 환자가 호흡기

생 추이에서 약 3개월 동안의 급격한 환자 발생 후에 눈에 띄는 정

계와 비뇨기계 감염을 합친 것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러한 추세

체기를 유지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간별 환자 추이를 분석하기

는 COVID-19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하여 COVID-19 확진자의 출현 양상을 고려하여 BC, AC-1, 그
리고 AC - 2 로 기간을 나누었으며, 각각 COVID - 19 이전,

COVID-19에 대한 백신이 효과적이라 하여도 COVID-19의 발생
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적은 수의 COVID-19 환자

COVID-19의 급속한 유행 시기, 그리고 COVID-19 유행의 안정

가 발생할 것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환자의 발생은

기에 해당하는 응급실의 발열의 원인과 예후를 비교함으로써 응급

AC-2와 비슷한 양상일 것이다[16]. COVID-19 이후의 시대에서

실에서의 발열 환자의 구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발열의 원인에서 질환들의 비율이 변화한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간 동안, AC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COVID-19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역 활동에 의

약 36.31%, 발열 환자는 약 26.62%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즉, 대대

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는 응급실에

적인 감염병의 발생 이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

서 발열 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소화기계 감염에 대해 좀 더 주목할

용은 2/3 수준으로 감소하고, 실제 발열이 있는 환자의 응급실 이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호흡기계 감염이 무시할 수 있는 수

용도 3/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BC와 AC에서 전체 응

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호흡기계는 BC와 AC-1에서 가장 많은 발

급실 방문자에 대한 발열 환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열의 원인이었으며, COVID-19의 높은 감염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없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COVID-19의 대유행 이후에 의료 이용

도 여전히 중요한 발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태와 의료 전달 체계의 변화가 제안되었으며 병원 내 감염 관리

발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 발열의 원인이 매우 다

에 따른 환자의 배치 방식 등의 응급실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양하고, 두 개 이상의 원인이 혼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

제안되었다[16].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는 발열 환자를 따로 격리하

라서 발열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발

여 진료하고, 검사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등, 발열 환자의 진료방

열과 연관하여, 오진 또는 오인과 그로 인한 진단이 늦어지는 상황

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편, COVID-19의 유행 이후에 응급실에

이 드물지 않다[18-20]. 본 연구에서는 발열의 원인을 분류하고 특

방문한 발열 환자에서 입원의 비율이 증가하 것은, 경증 환자의 비

정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된

율이 감소하여 입원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발열의 원인을 결정하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성인 환자의

으며, 결정된 발열의 원인을 분류하는 방법과 체계에서도 깊은 고

예후, 특히 사망률이 BC와 AC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석 기간에서 원인불명의

COVID-19의 유행에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의 질은 저하

발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AC-2에서는 37% 이상을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차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AC-1과 AC-2에서 변화하는 발열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에서 시행한 진료 기록만으로 발

원인 비율이다. 즉, COVID-19의 출현 이전에 비하여 COVID-19

열의 원인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입원 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와 확진자 발생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응급실에서는 원인불명

거치면서, 발열의 가장 흔한 원인이 호흡기계 감염에서 소화기계

으로 분류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 후에 발열의 원인을 특정하고

감염으로 변화한 것이다. 저자들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단숨에

치료한 경우는 원인불명으로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간에서

AC-1에서부터 소화기계 감염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 이는 COVID - 19 확진자를 따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COVID-19는 비말 감염이므로 모두 호흡기계 감염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17], 이렇게 분류할 경우에는 AC-1에서도 여전히 호흡

약 30% 내외의 발열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분류된 점은 발열 환자

112

의 진료에서 응급실에서 시행 가능한 1-2일의 검사가 불충분하다
는 사실을 시사하며, 발열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입원을 포함한 적
극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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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가 병원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관문이라 할 수 있

of Q fever in the Netherlands. Prev Vet Med. 2013;112:27–34.

는 응급실에서 발열 환자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끝나지 않은

11. Lai YJ, Lai HH, Chen YY, Ko MC, Chen CC, Chuang PH, et al.

COVID-19의 위협에서 응급실의 운영 방식 설정과 발열 환자에의

Low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dengue haemorrhagic fever in Taiwanese patients with dengue
fever: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Trans R Soc Trop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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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common cause of noncardiogenic chest pain is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and other esophageal motility disorders are also frequent. Esophageal manometry is important for diagnosing esophageal motility disease. Recently, high resolution manometry (HRM) has emerged and is reported to be more useful than
conventional esophageal manometry in evaluating primary esophageal motility disease. In this study, the role and usefulness of HRM in noncardiac chest pain were investigated. From August 2018 to April 2021, 136 patients with chest pain were enrolled. Classification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Chicago classification version 3.0,
and 95 out of 136 patients showed normal findings, and 23 patients showed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When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Los Angeles (LA) classification, LA-M was 20% (6/30), LA-A was 63.3%
(19/30), LA-B was 16.6% (5/30), and LA-C was, there were no patients with LA-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bout 22% of patients with noncardiogenic chest pain had reflux esophagitis, and about 30% of patients had esophageal motility disease. High-resolution esophageal manometry appears to be useful for the
differentiation of noncardiogenic chest pain caused by esophageal motility disorders
other than reflux esophagitis. After diagnosis of esophageal motor disease, follow-up
studies on whether non-cardiac chest pain improves after drug treatment is required.
Keywords: Chest pain, Esophageal motility disorder, Esophagitis, Gastroesophageal
reflux, High resolution manometry

Introduction
특정한 심장질환이 없이도 반복되는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 비심인성 흉통(noncar-

diac chest pain, NCCP)이라 하는데[1,2], 일반인에서의 빈도가 약 30%에 이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4]. NCCP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며, 미세혈관 협심증, 근골
2021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격계 질환, 정신과적 질환, 종격동 및 늑막 질환, 결체조직 질환, 그리고 담도 및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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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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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질환 등 여러 원인이 관여하며[5,6], 최근 그 원인으로 식도질환이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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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위식도역류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이 가장 흔한 원인으
로 알려져 있다[7,8].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NCCP의 원인 중 위식도역류
질환이 40%를 차지하였다[9].

GERD이외에 NCCP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식도 질환으로서 내장신경과민증, 식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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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동질환 등이 비교적 빈번한 빈도를 차지한다[10]. 최근 식도질

esophageal spasm, hypercontractile,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fragmented peristalsis로 분류하였다[13]. NCCP에 대한 추가

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식도운동질환이 NCCP 환자의

30%를 차지한다는 서양의 보고도 있다. 식도운동질환의 진단을 위
해서는 식도내압검사가 중요한데, 최근 고해상식도내압검사(high
resolution manometry, HRM)이 등장하였고 식도이완불능증이나

검사로 위내시경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결과
도 함께 분류하였다. 역류성식도염의 중증도는 Los Angeles (LA)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CCP에서 HRM의 역할 및 유용성에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으며 점막 손상의 길이가 5 mm 이하인 경
우 LA-A, 점막 손상의 길이가 5 mm 이상인 경우 LA-B, 점막 손
상이 원주 방향으로 융합하지만 원주의 75% 미만인 경우 LA-C,
점막 손상이 원주의 75%이상에 걸쳐 융합하는 경우 LA-D로 분류
하였다[14]. LA classification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 기준이 되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는 점막결손이 아닌 발적, 백색혼탁, 부종 등의 식도 점막변화가 있

미만성 식도경련 등의 원발성 식도운동질환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
존의 식도내압검사보다 유용함이 보고되고 있다[11,12]. 하지만,
아직까지 NCCP 진단에 있어 HRM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는 경우 미세변화 식도염 LA-M으로 분류하였다[14].

Materials and Methods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관측대상 수, 평균 ±

1. 대상
2018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흉통을 주소로 계명대학교 동
산병원 내과를 방문해 관상동맥조영전산화단층촬영(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CCT),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CAG), 경흉부심장초음파(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TTE) 검사에서 이상 소견 또는 악화 소견이 없어 NCCP에 대해
HRM과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한 1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가 누락된 3명을 제외하고 최종 1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Fig. 1).

표준편차로 제시하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
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95% 이상으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분포는 24세부터 83세까지였으며 136명 중 남성은 70명, 여
성은 66명이었으며 전체 평균 나이는 60.3세였다. 평균 체질량지수
는 24.8 kg/m2이었으며, 남성에서 24.9, 여성에서 24.7로 성별에 따

2. 방법
연구기간 동안 NCCP로 평가된 후 HRM을 시행한 환자들을 후

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흡연자는 남성에서 22명, 여성에서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HRM 결과는 Chicago classification version

3명이었고 과거 흡연자는 남성에서만 25명이었다(Table 1). 동반 질
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이나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이 57건으로
가장 흔했고 당뇨와 고혈압이 각각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3.0에 따라 normal esophageal motility, achalasia, esophagogastric
junction (EGJ) outflow obstruction, absent contractility, diffuse

Chest pain

R/O cardiac origin
(CCT, CAG)

EGD (n = 139)

HRM (n = 139)

IEM
(n = 23)

EGJOO
(n = 9)

Hypercontractile
(n = 3)

Gastritis
(n = 72)

Reflux esophagitis
(n = 30)

Fig. 1. Flow chart of study design.
CCT,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CAG, coronary angiography; HRM, high resolution manometry; HRM, high resolution manometry;
EGD, esophagogastroduodenoscopy; IEM,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EGJOO, esophagogastric junction outflow obstruction.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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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명(0.8%), 식도게실은 2명(1.6%)에서 확인되었고 식도염 소

2. HRM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136명 중 95명(69.8%)으로 가장 흔

견이 1명(0.8%)에서 확인되었다. LA classification에 따라 역류성식

했으며,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를 나타내는 경우가 23명

도염을 분류했을 때 LA-M이 20%(6/30), LA-A는 63.3%(19/30),

(16.9%)으로 흔했다(Fig. 2). EGJ outflow obstruction이 9명(6.6%)
이었고 hypercontractile은 3명(2.2%), achalasia, absent contractility

4

는 각각 1명(0.7%)씩 있었다(Fig. 3). 평균 integrated relaxation
23

pressure(IRP)는 10.6 ± 6.38 mmHg이었고 평균 distal contractile
integral(DCI)는 1,603.3 ± 1,335.163 mmHg.s.cm이었다.
3. 역류성식도염 정도에 따른 비교
HRM을 시행한 136명의 환자 중 22명 이외의 114명(83.8%)의
환자는 위내시경검사를 같이 시행했다. 68명(59.6%)의 환자에서는
경도에서 중등도 위염 소견이 확인되어 가장 흔했고, 4명(28.6%)에
서는 중등도 이상의 위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72명(63.2%)에서 위

1

3
9

95

1

염이 확인되었다. 역류성식도염은 30명(26.3%)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로 흔한 소견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소
견을 보인 경우가 7명(6.1%)이었다. 그 외 열공탈장, 바렛 식도가

Table 1. Baseline patient characteristics (n = 136)
Characteristics
Mean age (yr)
Sex (female/male) (n)
Mean BMI (kg/m2)
Current smoker (female/male) (n)
Current alcoholics (female/male) (n)

p-Value
60.33 ± 14.16
66/70
24.72 ± 2.92/24.90 ± 3.07
3/22
5/39

BMI, body mass index.

■ Normal (69.8%)
■ EGJOO (6.6%)
■ Hypercontractile (2.2%)
■ Others

■ Achalasia (0.73%)
■ Absent contractility (0.73%)
■ IEM (16.9%)

Fig. 3. The percentage of normal and abnormal high resolution
manometry findings.
EGJOO, esophagogastric junction outflow obstruction; IEM,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A

B

Fig. 2. Normal (A) and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B) findings in high resolution man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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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유병률을 제안할 수 있는 점 역시 장점으로 생각된다.

20

결론적으로 역류성식도염 이외 식도운동질환에 의한 비심인성

15

흉통 감별을 위해 고해상도식도내압검사는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도운동질환으로 진단 이후 투약 치료 이후 비심인성 흉통 호전

10

여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5

Conflict of interest

0
Minimal change
(20%)

LA-A
(63.3%)

LA-B
(16.6%)

Fig. 4. The percentage of reflux esophagitis.
LA, Los Angeles classification.
LA-B는 16.6%(5/30)였으며, LA-C, LA-D에 해당하는 환자는 없
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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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month-old male infant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due to bicytopenia. His
bone marrow biopsy showed irregular bony trabeculae with cartilaginous core, which
was consistent with osteopetrosis. In the genetic test, c.242del (p.Pro81Argfs*85) in
TCIRG1 was found to be homozygotic, thus he was diagnosed with malignant infantile osteopetrosis. At 6 months of age, he received double-unit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UCBT) with the conditioning regimen including busulfan, cyclophosphamide, and rabbit anti-thymocyte globulin. Initially, single UCB was infused to the
patient, but the post infusion viability of the UCB was unexpectedly low. Thus, another
UCB was additionally infused. Cyclosporine and mycophenolate mofetil were used for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prophylaxis. Neutrophils and platelets were engrafted on day +13 and +33, respectively. With engraftment, he showed overall grade 4
acute GVHD involving the skin and gut, which was refractory to corticosteroids. Despite treating with low-dose weekly methotrexate (10 mg/m2) and oral beclomethasone, his symptoms persisted. After treating with ruxolitinib 2.5 mg/day for 2 weeks,
and 5 mg/day thereafter, his diarrhea stopped in 2 weeks and his skin symptoms gradually improved over 3 months. The short tandem repeats showed 100% donor chimerism at 1 and 3 months after UCBT. Currently, 4 months after UCBT, he is 10 months
old. The oral prednisolone has been tapered to 0.6 mg/kg/day, and the dose of ruxolitinib was decreased to 2.5 mg/day without recurrence of GVHD. We plan to taper off
the immunosuppressive agents if his GVHD symptoms do not recur.
Keywords: Child,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Graft vs host disease, Infant,
Osteopet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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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petrosis includes a group of heterogeneous genetic disorders characterized by dysfunctional osteoclasts that result in an inappropriate bone marrow
(BM) cavity for hematopoiesis and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1]. There
may be three types of osteopetrosis based on inheritance, namely autosomal
dominant, autosomal recessive (AR), and X-linked [2]. The AR osteopetrosis
has an incidence of 1:250,000 births, with high degree of parental consanguinity [2]. The AR osteopetrosis is also called ‘malignant infantile’, since it is diagnosed very early after birth and can be lethal [3]. If left untreated, the probability of survival of individuals with AR osteopetrosis until the age of 6 years is
only about 30% due to BM failure [4]. Since osteoclasts are hematopoietically
derived, osteopetrosis can be treated by allogen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5]. This study aimed to report an infant with malignant osteo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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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sis, who received double-unit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UCBT). He developed steroid-refractory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thereafter, which was
subsequently managed with ruxolitinib.

Case
A 3-month-old male infant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due to laboratory abnormalities. He was born as late preterm
infant at 35 weeks by normal vaginal delivery. His birth
weight was 2.68 kg, which was 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However, at the time of visiting our hospital, he had failure to
thrive; his height was 50.7 cm ( < 3 percentile) and weight
4.72 kg ( < 3 percentile). Upon physical examination, he was
found to have hepatosplenomegaly. His initial laboratory tests
showed the following: white blood cell count 16.99 × 109/L
(reference, 4-10 × 109/L), hemoglobin 9.2 g/dL (reference,
13.0-17.0 g/dL), platelet count 75 × 109/L (130-400 × 109/L),
reticulocyte 11.5% (reference, 0.5-1.5%), total bilirubin 1.34
mg/dL (0.2-1.2 mg/dL), direct bilirubin 0.47 mg/dL (reference, 0-0.42 mg/dL), ALP 1,072 U/L (reference, 40-129 U/L),
and LDH 2,364 U/L (reference, 270-450 U/L).
His BM biopsy showed irregular bony trabeculae with cartilaginous core, which was consistent with osteopetrosis (Fig. 1).
Besides, the laboratory findings were also compatible with osteopetrosis—extramedullary hematopoiesis and hemolytic
anemia associated with splenomegaly. Skeletal survey of the
skull and extremities revealed diffused dense skeletal system
with loss of cortico-medullary differentiation and irregular
lucency involving the entire metaphyses of the long bones,
which were consistent with osteopetrosis (Fig. 2). The results
of the genetic analysis revealed that the known pathogenic
variant, c. 242del (p.Pro81Argfs*85) in TCIRG1, was homozygotic. Thu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osteopetrosis, autosomal recessive 1 (OMIM #259700).
At 6 months of age, he received double-unit UCBT, since he
had no sibling, and there was no matched or mismatched unrelated donor. The conditioning regimen was as follows: intravenous busulfan 4.0 mg/kg (days −8 to −5), cyclophosphamide 60 mg/kg (days −3, −2), and rabbit anti-thymocyte
globulin 2.5 mg/kg (days −3 to −1). Defibrotide was infused
for prophylaxis of veno-occlusive disease as 6.25 mg/kg/dose
q 6rs. Cyclosporine and mycophenolate mofetil were used for
GVHD prophylaxis. Initially, single UCB with 3 loci mismatch was infused to the patient; however, the post-infusion
viability of UCB was unexpectedly low at 13% (TNC 2.9 ×
107/kg and CD34 0.07 × 105/kg). Thus, another UCB wit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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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i and 1 allele mismatch, prepared as a candidate, was additionally infused (TNC 11.5 × 107/kg and CD34 4.3 × 105/kg).
He developed engraftment syndrome, which was subsequently managed with corticosteroid and ventilator care. Neutrophils and platelets were engrafted on days +13 and +33, respectively.
With engraftment, he showed overall grade 4 acute GVHD
involving the skin (stage 4) and gut (stage 3), which was refractory to 2 mg/kg of methylprednisolone. The skin and
large intestine were biopsied and the samples were sent to the
pathology department. The skin specimen showed mild spongiosis, intraepidermal lymphocytic infiltrate, and scattered
dyskeratotic/apoptotic keratinocytes (Fig. 3A). The large intestinal mucosa revealed mild lymphocytic infiltrate in the
lamina propria and prominent apoptotic bodies in the crypts
(Fig. 3B). Despite the addition of high dose corticosteroid (10
mg/kg/day for 3 days), low-dose weekly methotrexate (10 mg/
m2), and oral beclomethasone, his symptoms persisted without any clinical improvement.
In Korea, administration of ruxolitinib for the treatment of
GVHD in children is not yet permitted. Therefore,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Approval No. 2020-09-016).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s parents.
Considering his age (7 months) and weight (6.8 kg), we initially prescribed oral ruxolitinib 2.5 mg/day (1.25 mg/dose q
12 hrs) for 2 weeks, and then increased the dose of ruxolitinib
as 5 mg/day (2.5 mg/dose q 12 hrs) as powder. His diarrhea
stopped 2 weeks after initiation of ruxolitinib. His skin symp-

Fig. 1. Bone marrow biopsy specimen of an infant with malignant
osteopetrosis. The stained slide showed irregular bony trabeculae
with cartilaginous core, which was consistent with osteopetrosis
(H&E, 40×).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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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adiological findings of an infant with osteopetrosis. Skeletal survey of the skull and extremities revealed diffused dense
skeletal system, loss of cortico-medullary differentiation, ‘bone with bone appearance’, irregular lucency involving the entire metaphyses
of the long bones, all consistent with osteopetrosis. Chest x-ray showed diffusely increased density of axial skeleton and expansion of the
anterior rib ends at the costochondral junctions.

toms gradually improved over 3 months after ruxolitinib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his skin before and after 4 weeks
and 12 weeks of ruxolitinib is shown in Fig. 4. He additionally
received fluconazole for antifungal prophylaxis, cotrimoxazole against Pneumocystis jirovecii, and viral prophylaxis with
acyclovir. There was no adverse event including cytopenia or
infection during ruxolitinib treatment for acute GVHD. The
http://www.e-kmj.org

short tandem repeats showed 100% donor chimerism at 1 and
3 months after UCBT. Currently, he is 10 months old and at 4
months post UCBT. The oral prednisolone has been tapered
to 0.6 mg/kg/day, and the dose of ruxolitinib was decreased to
2.5 mg/day without recurrence of GVHD. We plan to taper
off the immunosuppressive agents if his GVHD symptoms do
not re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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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Biopsy specimen in a patient with steroid-refractory grade IV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A) The skin specimen showed mild
spongiosis, intraepidermal lymphocytic infiltrate, and scattered dyskeratotic/apoptotic keratinocytes (H&E, 100×). (B) The large intestinal
mucosa revealed mild lymphocytic infiltrate in the lamina propria and scattered intraglandular apoptotic bodies (H&E, 100×).

A

B

C

Fig. 4. Progression of skin manifestations in an infant with malignant osteopetrosis after treatment of steroid-refractory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with ruxolitinib. (A) Before ruxolitinib. (B) 4 weeks after ruxolitinib. (C) 12 weeks after ruxolitinib.

Discussion
The patient presented here had the known pathogenic variant of AR osteopetrosis, c.242del (p.Pro81Argfs*85) in
TCIRG1, which was homozygotic. Since TCIRG1 encodes
V-type proton ATPase, its mutations result in defects in the
proton-pumping function of V-ATPase and vesicle trafficking
or fusion of osteoclasts [2]. The mutation in TCIRG1 most
typically accompanies approximately half the cases of AR osteopetrosis [2,3]. The patient presented here had the typical
phenotype of malignant infantile osteopetrosis with AR inheritance, with ineffective hematopoiesis from BM and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in early infancy. Since he had no
sibling and there was no matched or mismatched un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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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 he received UCBT.
An alternative donor, UCB, has been widely used for allogen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with a high allowance of HLA disparities [6]. The incidence of GVHD in
UCBT is known to be lower than expected given the degree of
HLA disparity [6]. It may be associated with functional immaturity of the infused lymphocytes and increased regulatory
T cells of UCB [7]. Further, UCB not only has fewer T cells
than other donors, but also has T cells with naive phenotype
with atypical functional properties and low cytotoxicity [8].
Despite these characteristics of UCB, the present infant patient with osteopetrosis suffered severe acute GVHD, which
was refractory to corticosteroid therapy. We speculated that
he developed severe acute GVHD due to the unexpected dou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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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nit UCBT and high cell dose.
Since this patient was an infant with low body weight, the cell
count of single UCB was initially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unexpectedly, viability test after thawing the first UCB showed remarkably decreased viability (13%), which eventually led to the infusion of another UCB. We also considered graft rejection in him
under non-malignant condition, i.e. osteopetrosis. The cumulative
incidence of grade II-IV acute GVHD is higher among double-unit UCBT recipients than among single-unit UCBT recipients [9,10]. However, transplantation-related mortality was significantly lower after double-unit UCBT, even if the recipients had
grade II-IV acute GVHD [9]. The higher cell dose with TNC > 2.5
× 107/kg and CD34 > 1.0 × 105/kg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grade II-IV GVHD [11]. Acute GVHD is a major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allogenic stem cell transplantation, occurring in 30-50% of recipients [12,13]. Although
corticosteroid is a standard first-line treatment for acute GVHD,
approximately half of the patients show refractoriness to the systemic corticosteroid therapy with high mortality rate [14].
Ruxolitinib is a selective inhibitor of janus kinase (JAK), particularly for the subtypes JAK1 and JAK28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myelofibrosis [13]. The JAK signaling pathway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mune cell activation and tissue inflammation in
acute GVHD [15]. Ruxolitinib (10 mg twice dail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efficacy in a multicenter, randomized,
open-label, phase 3 trial in patients ≥ 12 years with steroid refractory acute GVHD after allogenic stem cell transplantation [15].
Salvage treatment with ruxolitinib for steroid refractory GVHD in
children has been reported as a retrospective study abroad [16-18].
The pediatric dosing of ruxolitinib for GVHD is not established
yet. Based on studies on children abroad, the median dose of ruxolitinib was 12.6 mg/m2/day (range, 6.3-28.7 mg/m2/day) for the
children < 6 years old [16]. Approximately, ruxolitinib was administered as 2.5 mg/dose q 12 hours in children < 25 kg, and 5 mg/
dose q 12 hours in children ≥ 25 kg [19]. In case of infants abroad,
a lower dose of ruxolitinib, 2.5 mg/day was administered for managing acute GVHD [19]. In case of our infant patient, we initially
prescribed ruxolitinib as 2.5 mg/day, and then the dose was increased as 5 mg/day because his skin GVHD persisted.
There had been no report about ruxolitinib administration
in infants in Korea yet. Further, this is the first report of using
ruxolitinib in an infant with osteopetrosis who received double-unit UCBT. The presented infant had a rare disease,
namely malignant osteopetrosis, and suffered severe steroid-refractory acute GVHD because of unexpected double-unit UCBT. Nevertheless, it was well managed with ruxolitinib in a very rare and complex situation.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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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back pain and sciatica are common symptoms in pregnancy. Treatment options for these conditions include physical therapy, medication, interventional treatment, and surgery. This case report involved a 32 weeks pregnant woman,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with a three day history of lower back and right leg pain and
a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of 9-10. Spinal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lumbar 4/5 and 5/S1 disc protrusions. An epidural catheter was placed around the
L3/4 vertebrae, and 6 mL of 0.15% ropivacaine was administered for pain control.
Subsequently, her VAS score reduced to 2-3 and she was discharged five days later.
Keywords: Epidural catheterization, Lower back pain, Pain, Pregnancy, Sciatica

Introduction
Lower back pain in pregnant women is common and 30% of them require
bed rest as a result [1]. Meanwhile, sciatica associated intractable pain occurs
in approximately 1:10,000 pregnant women [1]. The occurrence of lower back
pain and its severity are affected by hormone changes, weight gain, shift in center of gravity leading to disc bulging or herniation and relaxin levels, which
contribute to the sliding mobility of the sacroiliac joints, widening of the pubic
symphysis, and laxity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2].
Conservative therapy, such as stretching, acupuncture, and core training,
should be tried as first line interventions and analgesics, such a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may be recommended following the risk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drug use in pregnancy. In non-pregnant patients, disc length
is a predictor for surgical treatment or nerve block success [3]. However, there
are no definitive guidelines for nerve block and drug combinations in pregnant
women with sciatica or lower back pain.
This case report aim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epidural catheter insertion and intermittent local analgesic administration in a pregnant woman, presenting with severe, acute lower back pain and sciatica.

Case Report
A 30 weeks 32 old age prim gravida woman whose weight and height were
62 kg and 162 cm, visited the emergency room with a three day history of lower back pain and right leg pain. One day ago, she felt pain abruptly on back and
right leg radiating pain with visual analogue scale 3. But the pain aggravated
with movement and increased visual analogue scale (VAS) (Where VAS 0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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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10 = severe pain) 8. The leg pain was located in the
right gluteal region of the leg and associated with numbness.
At emergency room, pain severity was assessed as 9-10 using
VAS. On physical examination,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
revealed 15/90. However, knee and ankle jerk tests were normal. Motor function did not reduce on the flexion or extension of knee, ankle and toe.
Despite intravenous administering pethidine 25 mg 4 times
per day for pain relief, the patient was unable to maintain a
supine position. The patient requested surgery to alleviate
pain to neurosurgeon. Therefore, image workup should be
needed for severity of disc herniation or stenosis. But magnetic resonance images (MRI) could not be obtained because
the patient did not bear supine position over several minutes.
As a result, diagnosis was based on lumbar radi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after obstetric consultation
for fetus safety, which confirmed lumbar 4/5 and 5/S1 disc
bulges (Fig. 1). The patient requested surgery to alleviate pain

after diagnosis but the surgeon recommend to neuroaxial
block for symptom relief before the operation to minimize the
risk of early delivery. Caudal block with ultrasound was conducted by neurosurgeon and the doctor injected the drugs
which consisted 1% lidocaine 0.5 mL, dexamethasone 2.5 mg
with normal saline 4 mL. But patient complained severe pain
during injection, total 2.5 mL of drugs was injected. The
symptoms did not relieved, therefore neurosurgeon consulted
pain clinic to decrease pain.
We decided to insert an epidural catheter for drug administration several times because single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s combined with steroid or not, might result short-term
effects. During the procedure, the patient could bear standing
and leaned position, so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standing position (Fig. 2A). The catheter position was checked
with fluoroscopy to minimize the risk of intravenous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s in the epidural space which could result in
the drugs being passed to the fetus. Real-time fluoroscopy revealed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aterial (Bonorex
300 Inj , Iohexol 647 mg/mL) at the first attempt of epidural
catheter insertion at L5/S1. In the second trial, we inserted
the catheter at L4/5 and confirmed the epidural space without
vessel contrasted (Fig. 2B). Total amount of contrast material
we administrated through epidural catheter, was 5 mL. The
catheter tip located was located at L3/4 and 6 mL of 0.15%
ropivacaine was administered. We used contrast material 5 –
6 mL for confirmation correct epidural catheter location.
The patient’s pain was reduced to VAS 4-5 after several
minutes, allowing her to lie on the bed and fall asleep. The fetal heart rate was checked with an ultrasound device and did

®

A

B

Fig. 1. Computed tomograms from a pregnant woman with
three-day lower back pain and right leg pain. (A) L4/5 central to
left disc herniation, (B) L5/S1, central disc herniation.

A

B

Fig. 2. Possible posture during epidural catheterization. (A) The patient‘s position during epidural catheterization with fluoroscopy. The
only position which the patient could bear more than several minutes was standing and leaned table bending back. (B) Lateral view
of fluoroscopy after epidural catheter insertion. Anteroposterior view could not be got due to position of patient and narrow space of
interventional room. Later view confirmed epidural space and contrast dye spread from L2 lower body to L4 upper body without vesse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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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reveal arrhythmia. After the first day, two more 6 mL injections of 0.15% ropivacaine, once per day, were administered and reduced pain to a final VAS score of 2 - 3. The patient was discharged five days later and observed for complications. Two weeks after discharge, the patient visited our
clinic and stated she had paresthesia with a VAS score of 2 - 3.
About two months later from discharge, the patient gave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Discussion
In a systemic review, MRI was recommended as the safest
method for diagnosis of disc herniation and lower back pain
during pregnancy [4]. Because of high radiation exposure, CT
should not be recommended as the first diagnostic tool; however, after 25 weeks’ gestation, there is no teratogenic effects
from CT at doses less than 100 mGy. Usually, the effective radiation dose range of lumbar or thoracic spine CT scan is less
than 10 mSv [5]. The effective radiation dose of the lumbar
spine series with oblique view is 1.91 mSv and the total radiation dose for this patient after her ER visit was estimated to be
less than 20 mSv. We checked fluoroscopy approximately ten
times in the pain clinic to confirm the proper location of the
epidural catheter. The interlaminar epidural block took 46.6
± 4.2 sec by mean to administer and radiation exposure was
approximately 5 mSv per administration [6]. Therefore, her
total radiation exposure was less than 25 mSv, far below the
teratogenic dose.
Iohexol which is used for contrast material in flouroscopy is
categorize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class B
agent. In human, it is not observed adverse effect. But informed content should be obtained before administration of
all drugs in pregnancy. In some study, nonionic contrast was
detected in gastrointestinal tract of neonate in other study [7].
But nonionic contrast transferred though placenta, did not affect neonatoal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8]. We
used contrast material for confirmation epidural catheter location in epidural space but, we thought little affect to fetus
because contrast material was small amount.
In this case, we could control pain through an epidural
catheterization without any side effects in the mother or fetus.
Up to 10 % of epidural catheters puncture and advanced into
the blood vessels of epidural space because of increasing abdominal pressure such as mass or pregnancy [9]. Most of that
cases was detected but 1% of all epidural catheters inserted
may not be identified whether catheter is lying intravascular.
Serious complications occurs local anesthetics injection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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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atheter lying in epidural vessels. Vascular networks
of epidural space increase and vessels are engorged in the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10]. Ultrasound guided intervention is useful and safe tool without radiation exposure, especially to pregnancy. However Ultrasound guided spine injection reveals possible limitation such as the inability to accurately detect intravascular injection in such deep injections
especially epidural space which is partially covered by bones
[11]. Local anesthetic toxicity via accidental intravascular injection causes dizziness, disorientation, drowsiness, convulsions, unconsciousness, coma, and respiratory depression and
arrest. That’s why we concerned fluoroscopy guided intervention in this patient to detect intravascular placement of epidural catheter.
In some case report, surgery following epidural block, was
conducted for pregnant woman. Two separate injection of
epidural block did not prevent motor weakness caused large
sequestrated disc fragment [12]. In the other case report, relatively high dose steroid injection (triamcinolone 80 mg mixed
with 6 mL normal saline) was done by ultrasound guided
caudal block [13]. In our case, we thought several times injection of drugs to epidural space should be needed because caudal block failed to relieve pain. Repetitive administration of
ropivacaine through epidural catheter in a rat model of neuropathic pain, revealed a definite analgesic effect [14]. That’s
why we conducted epidural catheter insertion for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s. In this case, we used ropivacaine through an
epidural catheter and found that pain decreased in the pregnant patient. However, ropivacaine can transfer to the fetus
through the placenta. A study on the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in epidural analgesia, where 15 mL of 0.1% ropivacaine
(15 mg) followed by 10 mL.h-1 was administered to the mother, showed that ropivacaine was transferred to the fetus, with
a concentration of 0.09 (0.08) mg.L-1 detected in umbilical
blood; however, this did not affect neurobehavioral function
[15]. This indicates that intermittent ropivacaine injection via
an epidural catheter may be safe for the mother and fetus. The
fetal vein/ maternal artery concentration ratios (F/M ratios)
of lidocaine and ropivacaine in dual-perfused human cotyledon model showed higher in lidocaine than in ropivacaine
[16]. 0.5% epidural lidocaine plus fentanyl during labor revealed motor block significantly high than ropivacaine 0.08%
plus fentanyl [17]. Therefore, administration of ropivacaine
through epidural catheter to reduce pain in this patient had
some benefits for mother and fetus.
To conclude, epidural catheter insertion and intermittent
local anesthetic injection were effective methods for the treat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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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of lower back and sciatica in our patient without side effects and this suggests that this treatment may be effective for
simila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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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metriosis is a common disease affecting females of reproductive age. Intestinal
involvement has been estimated to occur in 15% to 37% of females with endometriosis. Unlike endometriosis of large intestine, it is very rare for the condition to manifest as small bowel obstruction caused by intestinal endometriosis. Preoperative diagnosis of intestinal endometriosis is very difficult. This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females of child-bearing age with symptoms of
bowel obstruction. We report a 44-year-old woman who presented with symptoms
and signs of acute small bowel obstruction. A segmental resection of the small bowel
was performed with end to end anastomosis. Pathologic examination demonstrated
acute small bowel obstruction secondary to intestinal endometriosis. The patient
died on the second day after the surgery because her condition worsened. Intestinal
endometriosis also should be includ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owel obstruction for the prompt treatment.
Keywords: Endometriosis, Intestinal atresia

Introduction
자궁내막증(endometriosis)은 양성의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외의 부위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임기 여성의 약 15% 정도에서 발생하며, 불임, 성교통, 월
경통 등의 여러가지 임상증상을 동반한다[1]. 아직 확실한 원인, 기전, 치료법 등이 밝
혀져 있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후에도 재발이 흔하다.
자궁내막증 중 15-37% 정도가 위장관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무증상 상태로 우연히
발견된다. 위장관 자궁내막증 중 대부분은 직장 및 S상 결장에서 발생하고 소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2]. 특히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장 폐색을 동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3].
위장관을 침범한 자궁내막증의 증상으로는 복통, 직장통, 뒤무직(tenesmus), 직장
출혈, 변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다. 수술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감염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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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충수돌기염, 국소적 장염, 괴사성 장염, 종괴, 게실염 등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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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 증상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어렵다[4].

http://www.e-kmj.org

저자는 소장 폐쇄(small bowel obstruction)를 유발한 장관 자궁내막증(intestinal en-

dometriosis)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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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소 14.2 g/dL, 적혈구용적율 43.8%, 혈소판 421,000/mL으로
측정되었다. 혈청 생화학검사 상 알부민 1.4 g/dL, 총빌리루빈 1.3

의 증세가 있어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말기

mg/dL, AST, ALT는 83 U/L, 25 U/L, BUN, Creatinine은 27.5
mg/dL, 2.2 mg/dL 로 측정되었다.

신부전 상태로 2003년 복막 투석, 2004년 혈액 투석, 2007년 1월

상기 증상과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사진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좌측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 본원에서 원인불명

결과를 참고하여 원인불명의 꼬임창자막힘증(strangulation ileus)

의 소장 폐쇄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 가족력상 특

의심 하에 응급으로 소장 부분절제술(segmental resection of the

이 사항은 없었다.

small bowel) 및 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하였다. 수

입원 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진찰소견 상 심음은 정상이었
고, 심잡음도 없었으며 호흡음은 깨끗한 상태였다. 복부진찰 상 장
음이 증가된 상태였고, 전반적인 복부 압통을 호소하였다.

술 시 병변은 주변 조직과 유착 소견을 보였고, 괴사성 병변도 관찰
되었다.
절제된 소장은 회장(ileum) 부위로서 길이가 28 cm 정도였고, 점

응급실에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8,590/mL,

막(mucosa)에서 장막층(serosa)까지 전 층에 걸쳐서 회갈색의 괴사

혈색소 16.1 g/dL, 적혈구용적율 49.0%, 혈소판 182,000/mL으로

성 변화를 보였다. 육안검사 상 소장의 장막 부위에 국소적인 유착

측정되었다. 혈청 생화학검사 상 알부민 2.8 g/dL, 총빌리루빈 0.7

(adhesion) 및 섬유화(fibrosis)가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었고 단면

mg/dL, AST, ALT는 32 U/L, 10 U/L, BUN, Creatinine은 25.2
mg/dL, 108 mg/dL 로 측정되었다.

상 갈색 얼룩 같은 병변이 관찰되었기에, 그 부위를 채취하여 병리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사진에서는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단
순 복부방사선촬영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확장된 소장 내에 공기액

rosa) 및 장막하(subserosa) 부위에서 기질성 출혈을 동반한 불규칙
한 형태의 선조직들로 구성된 병변이 확인되었다(Fig. 3). 기타 점

체층(air-fluid level)이 관찰되어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Fig. 1). 복

막 및 점막하 부위에서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전이성 암종

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 상 우측 복부에 소장의 전반적인 확장

을 포함한 다른 질환들과 감별을 위해서 면역조직화학검사(immu-

및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우측 난소에는 자궁내막증으

nohistochemical stain)를 시행하였고, ER, PR, CD10 등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소장을 침범한 장관 자궁내막증(intestinal endometriosis)으로 확진되었다(Fig. 4).
환자는 수술 1일째 갑자기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혈압 80/50
mmHg, 심박수 150회/분, 체온 39.3도로 측정되었고, 저산소혈증
(hypoxemia), 대사산증(metabolic acidosis)이 급격히 진행하였으며

로 의심되는 낭종도 함께 발견되었다.
환자는 12시간 가량 수액 요법 및 보존적 약물 치료에도 복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 악화된 상황에
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8,290/mL로 증가되었고,

학적 검사를 위한 조직 절편을 제작하였다. 현미경 소견상 장막(se-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하며 인공호흡기 치료 및 보존
적 치료를 계속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수술 2일째 사망하였다.

Discussion
자궁내막증은 여성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증식하는 자궁내막

Fig. 1. An abdominal upright radiogram shows air-fluid levels,
consistent with small bowel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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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fluid filled
dilated small bowel loops, consistent with small bowel obstruction.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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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가임기 여성

소장을 침범하는 자궁내막증은 주로 장막 부위를 침범하고 크기

의 골반강 내 생식장기에서 호발한다.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난소,

도 2 cm 이하로 작은 편이다.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일부에서 국소

난관, 자궁의 인대, 직장 질 중격, 자궁의 표면, 골반 복막 등이다.

적 염증반응, 섬유화, 유착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서 장폐쇄와 같은

그 외에 직장, 대장, 충수돌기,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탈장낭,

중증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7]. 그러나 이러한 자궁내막증에

서혜부, 개복술 반흔, 폐, 흉강, 횡격막, 횡문근, 중추신경계, 말초

의한 장폐쇄는 전체 위장관 자궁내막증 중 1% 이하에서만 발생하

신경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들의 10-15%에서 자

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8].

궁내막증이 발견되고, 이중 15-37%가 위장관에서 발생한다고 보
고되었다[2].
자궁내막증의 발생기전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가

위장관 자궁내막증의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들은 수술 전 진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본 증례의 경우도 환자의 증상이나 혈액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등이 비특이적이어서 수술 전 진단에 어려움

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 중 하나는 자궁내막 조직의 이식설(im-

이 있었다. CA125 같은 혈액검사가 일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plantation or reflux theory)이다[5].

만, 민감도가 떨어져서 한계가 있다[9]. 바륨 관장(barium enema)

골반강내 자궁내막증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으로 월경통, 성교
통, 불임 등이 있다. 하지만 골반강외 자궁내막증의 경우 증상은 발
생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본 증례와 같이 위장관에 발생할 경
우 복통, 출혈, 장폐색, 장중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6].

과 같은 조영제 검사(contrast study)는 비록 특이도가 떨어지지만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10].
영상의학적 검사 중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가 위장관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
감도가 77-93% 정도로 보고된다[11]. 또한 소장관장술(enterocly-

sis)을 동반한 multislice CT(computed tomography)가 진단에 유용
하다고 알려져 있다[12].
Danazol이나 gonadotrophin antagonist 같은 호르몬제 요법이 증
상 완화 등의 목적으로 장폐쇄가 없는 위장관 자궁내막증 치료에
시도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기간 설정, 장기적 효과 여부 및 호르
몬제 관련 부작용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3]. 이와 관련한 최근의 일부 메타분석 결과는 호르몬제 요법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4].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위장관 자궁내막증의 경우에 복강경을 사
용한 진단 및 치료(laparoscopic approach)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Fig. 3. A microscopic finding shows infiltration of the serosal
surface and subserosal area by endometrial glands and surrounding
stroma (H&E stain, ×100).

부분절제술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는 급성 및 아급성 위장관폐쇄
가 발생한 경우나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
[15]. 만약 수술 중 위장관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면 가능한 많은 병
변들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11]. 또한 악성 종양의 가능
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 도중 의심이 되면 악성 종양에
준한 절제(oncological resection)가 필요하다[3].
대부분의 위장관 자궁내막증은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
이지만, 본 증례처럼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궁내막증에
의한 장폐색은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인해 수술 전 진단이 매우 힘
들기 때문에 주의 깊은 문진과 진찰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증상
이 월경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한 장폐색의
감별 진단에 위장관 자궁내막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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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허용하는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이다. KMJ

이 때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원고

투고 및 검증 절차

에 게재된 모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술

1. 투고

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모든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e-kmj.org/)을 통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

해 투고되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당 원고가 이전

아도 된다.

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를 위한 심사가 진
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가 일단 채택되면
저자는 해당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언어로 변환
하여 다른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검증 절차
KMJ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원고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먼저 원고가 양식을 갖추었는지,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ii

3. 데이터 공유
KMJ는 윤리,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제한되
는 경우가 아닌 이상 ICMJE Recommendations for data sharing
statement policy에 따른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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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의 세부사항
1. 원고 작성
1)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초록은 한글이
나 영문 원고 모두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2) 원고는 A4용지에 상하좌우 2.5cm 여백을 두고 MS Word로
작성하고, 본문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기술
한다.

3)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설명, 표, 그림 등의 순서로 작성하며,
각 부분은 새 쪽으로 시작한다.

4)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의학용어집을

기술하고, 본문의 용량은 5쪽 내외로 한다.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이어야 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으
로 영문으로 기술한다.

2) 저자명의 기술방법은 먼저 성을 기술한 뒤에 이름은 약어로만
표기한다.

3) 저자의 수가 6명 이하일 경우 모든 저자명을 기재한다. 저자가 6
명을 넘으면 6명까지는 저자명을 기술한 다음 ‘et al.’로 나머지
저자명을 대체한다.

4)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참고문헌은의 표기는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대괄호
속에 붙이며, 번호는 저자 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저자의 성

기준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

이 없는 경우는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 앞에 기재한다.

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번역어를 처음 사용할 때 번역어 다음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모든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일

에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다음 이 후 사용 시에는 번역어

때에는 첫 저자의 성 다음에 ‘et al.’을 붙인다.

만 기술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고유명사, 지
명, 인명,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로 직접 표기할 수도 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5) 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전체 용
어를 표기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약자를 기입한다. 이후에는 약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다음의 예시에 준한다.

자만 사용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
는 국제표준(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지
1)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 저자명, 소속 등을 명시한다(한
글논문인 경우 영문도 표기). 소속이 각기 다른 저자가 포함
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한 다음, 나머지 기관은
해당하는 저자명과 일치시켜 저자명과 소속기관에 각각 같은
어깨번호를 표기하되 저자명의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2) 제목은 원고의 취지와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한글
제목은 40자, 영문 제목은 2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영문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한다.

3)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
하고, 연구비 수혜나 학술대회 발표 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3. 영문초록
1) 영문초록은 문단의 구분이 없이 기술하며 250 단어를 넘지 않
아야 한다.

2) 중심단어(Key Words)는 초록 하단에 최대 5개까지 영문으로
제시한다. 중심단어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를 참조한다.
4. 본문
1) 원저는 서론, 재료 및 방법(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증례보고는 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Journal Article
1. Skinnider BF, Amin MB. An immunohistochemical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renal tumors. Semin
Diagn Pathol 2005;22:51-68.
2. Walsh TJ, Anaissie EJ, Denning DW, Herbrecht R, Kontoyiannis DP, Marr KA, et al. Treatment of aspergillosi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 Infect Dis 2008;46:327-60.
3. Xin H, Liu D, Songyang Z. The telosome/shelterin complex
and its functions. Genome Biol. 2008;9. DOI: 10.1186/gb2008-9-9-232.

Book
4. Rosai J, Ackerman LV. Rosai and Ackerman’s Surgical Pathology. 9th ed. Edinburgh, New York: Mosby; 2004.

Book Section
5. Zipfel GJ, Day AL. Surgical treatment of intracavernous and
paraclinoid internal carotid artery aneurysm. In: Winn HR,
editor.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5th ed. Philadelphia:
W.B.Saunders; 2004. p.1895-913.

Web Page:
6. National Cancer Institute. The Cancer Genome Atlas Program.
[cited 2020 Mar 16].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
gov/about-nci/organization/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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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Tables)
1) 표는 본문에서 기술되는 것만 순서대로 배열하고 아라비아 숫자
를 매긴다.

2)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과 가로축 및 세로축의 범례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한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왼쪽 상단에 절이나 구의 형태로 표기한다.
4) 표는 구획은 세로 줄의 가로 실선만 사용하여 나타내며 수직선
은 긋지 않는다.

2) 그림은 선명해야 하며, 크기는 15 x 20cm 이하, 용량 크기는
5MB 이하, 해상도는 300 dpi이상을 권장하며, ppt, jpg, tif 파
일로 접수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4) 본문에서 특정 그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Fig. 1’과 같이 표
기한다.

5) 도화(line drawing)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한다. 다른 논문

5) 본문에서 특정 표를 지칭할 때 ‘Table 1’과 같이 표기한다.

의 그림을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6) 표에 약자를 사용할 때는 표의 하단에 약자를 풀어서 설명한다.

한다.

8. 그림 및 사진(Figures)
1) 그림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매긴다.

iv

9. 기타
본 투고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Author’s checklist
□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투고)되지 않았다.
□ 원고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 원고의 규격은 A4 용지에 위아래 및 좌우 각각 2.5cm 여백을 두었고, 텍스트는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작성하였다.
□ 원고는 표지, 제목,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그림설명,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각 부분은 새로운 쪽으로 시작하였다.
□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 영문초록은 문단 구분 없이 작성하였고,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았다.
□ 중심단어는 최대 5개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영문초록 하단에 제시하였다.
□ 본문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은 모두 본문에 인용되어 있고,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 참고문헌 표기방법이 투고규정과 일치한다.
□ 표와 그림에서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 표와 그림의 영문 제목에는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시작하였다.
□ 표 혹은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였고,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해
서 제시하지 않았다.
□ 그림과 사진은 축소 인쇄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다.
□ 모든 저자가 원고 제출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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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ransfer agreement
논문제목:

라는 제목의 논문이 “계명의대학술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양도한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 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
한다. 저자는 계명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면 타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
표된 원 논문을 밝힌다.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보장하고 아래에 서명하는 바이다.
(6명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에 서명해도 가함)

저자명

년/ 월/ 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