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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국내 진료 권고안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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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U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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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is made step by step. The evidences that have been published were 
searched and a group of experts make a consensus based in the evidences. The CPGs in the medical field, 
where utilizations and interests are increasing, must be confirmed in the management of quality. The Korean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 II (K-AGREE II) tool that helps to manage the quality of CPGs 
and to develop CPGs was translated by the Steering Committee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t is divided into 
6 domains and each domains are independent. It is consisted of 23 items as detail and 2 items for the overall 
evaluation. Only fifteen CPGs are successfully certified using the K-AGREE II tool in the 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from 2013 and 3 CPGs made by the Korea Urological Association and the associated societies 
are certified successfully. With the level of certification of CPGs is higher, the Korea Urological Association and 
the associated societies are also try to develop CPGs that meet their level of certification. The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developed recently is the evidence of effort. (Korean J 
Urol Oncol 20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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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 진료 권고안(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은 기

존에 발표되고 지지받는 근거들을 찾아 평가하고 여러 

문가들이 모여 합의(consensus)를 이루어 만들어 진다. 만들

어진 CPGs는 여러가지 목 으로 사용되고 과거 의료종사

자에 국한되었던 사용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이

용하는 자까지 확 되고 있다. 한 의료 비용과 의료 서비

스를 규제하는 분야에서도 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

의 NICE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호주의 NHMRC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그리고 SIGN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등의 기 에서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활용과 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의 CPGs는 반드

시 확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질 리이다. 과거 그 분야의 

문가들이 모여 주로 사용하는 외국의 CPGs를 한 로 번

역  편집하여 국내 CPGs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

면 질 리에 주목해야 한다. 질 리가 되어 외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진정한 국내 CPGs의 역할을 할 자격을 갖

게 된다. 질 리는 만드는 방법이 잘 리된다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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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도 신뢰할 만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 진다. 이러한 

질 리를 심으로 국내 CPGs 개발 역사와 비뇨의학과 

CPGs 개발 상황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CPGs 개발의 역사

1990년  반 서양에서 AGREE (the Appraisal of Guide-

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Collaboration이 만들어지

고 2003년에 AGREE 도구를 개발하 다.1 이 도구는 CPGs

를 평가하여 질 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고 CPGs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알려주기도 한

다. 평가 결과는 수화되어 각각의 CPGs의 질을 서로 비교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한  번역 이 소개

되었다.

2003년 AGREE  발표 후에 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을 결성하고 2010년 개정 인 AGREE II 도구를 

발표하 다.2 이에 한 번역 작업이 한의학회 임상진료

지침 문 원회에서 진행되어 한국형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인 K-AGREE II를 2010년에 발표하 다.  AGREE 

도구에 비해서 교육․훈련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등에서 보

다 명확한 요소를 표 하 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 모호

함이 도록 보완되었다. Table 1에서 AGREE 도구 의 

항목들과 K-AGREE II 도구의 측정 항목들의 보완 사항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3

K-AGREE II는 각각 고유한 역인 6개 역으로 나뉘어

져 있고 세부항목으로 23개 항목과 반 인 평가를 한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3 평가 역 1 (범 와 목 )은 

진료지침의 반 인 목 , 건강 련 질문, 그리고 진료지

침을 용할 인구집단에 한 것이다(세부항목 1–3). 평가 

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합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진료지침이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진료지침을 주로 활용하

게 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 하고 있는지에 을 두고 

있다(세부항목 4–6). 평가 역 3 (개발의 엄격성)은 근거를 

모으고 종합화하는데 사용된 방법, 권고안 도출 방법, 그리

고 진료지침의 갱신에 한 것이다(세부항목 7–14). 평가 

역 4 (표 의 명확성)는 진료지침의 언어, 구조 그리고 형식

을 다루고 있다(세부항목 15–17). 평가 역 5 ( 용성)는 진

료지침의 실행과 련된 진 요인과 장애 요인, 장에서

의 용 정도를 향상시키기 한 략, 그리고 진료지침의 

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자원 추가에 따른 향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세부항목 18–21). 평가 역 6 (편집

의 독립성)은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간 상충되는 이해

계가 권고안 도출에 향을 주었는지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항목 22–23). 반 인 평가에는 진료지침의 질에 

한 반 인 평가와 실제 진료 장에서 진료지침을 사

용해야 할 경우 추천할 만한 양질의 진료지침인지를 평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GREE 도구 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된 66개의 국내 CPGs의 질 평가를 최 로 시행한 결과 

다수가 매우 낮은 수를 보 다. 평가 역 1 (범 와 

목 )과 평가 역 4 (표 의 명확성)를 제외하고 CPGs의 

80%에서 40 을 돌았다. 특히 평가 역 5 ( 용성)는 

간값이 0 이었고 평가 역 6 (편집의 독립성)은 4.2 이었

다.4 국내에는 생소한 방식의 평가 방법으로 좋은 수를 

낼 수는 없었으나 아직 질 리가 체계화된 CPGs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한의학회에

서 회원 학회의 CPGs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모아 

CPGs 개발에 한 회의와 심포지엄을 열며 K-AGREE II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하 다. 한의학회 임상진

료지침 문 원회를 심으로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운 하며 개발된 CPGs의 질 평가를 시작하 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Natio-

nal Strategic Coordinating Center for Clinical Research, NSCR)

의 연구비를 받아 학회 주도로 개발된 국내 27개 CPGs 를 

K-AGREE II를 이용하여 질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 다.5 평

균 평가 역 수는 평가 역 1 (범 와 목 )은 82.7%, 평

가 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53.4% 평가 역 3 (개발

의 엄격성)은 63%, 평가 역 4 (표 의 명확성)는 88.9%, 

평가 역 5 ( 용성)는 30.1%, 평가 역 6 (편집의 독립성)

은 50.2%로 나타났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PGs 질 평가 수와 비교해서도 평가 역 5 ( 용성)을 

제외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2). 2003–2004년 국내에서 개발된 CPGs에서 매우 낮은 수

를 보 으나 10년 후 개발된 CPGs는 놀랄 만한 질 평가의 

결과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CPGs 개발에 질 리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 외국의 CPGs와 질 리 

결과가 비교 가능해지고 CPGs에 한 신뢰도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데 요한 부분은 평가도구를 사용

하는 평가자 간의 수 배  편차를 이는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문 원회에

서 2012년 K-AGREE II 도구의 Korean Scoring Guides를 발

표하 다. 국제 으로 표 으로 통용되는 AGREE II 평가 

도구와 각 문항별 Korean scoring guide를 목하여 

K-AGREE II 평가자 간 편차를 감소하고자 하 고 의미 있

는 감소를 보여주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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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original AGREE and AGREE II items

AGREE 의 항목별 내용 AGREE II의 항목별 내용

평가 역 1. 범 와 목

1. 진료지침의 반 인 목 이 구체 으로 서술되어 있다. 변화 없음

2. 진료지침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상 질문들이 구체 으로 

서술 되어 있다.

진료지침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강 련 질문들이 구체 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진료지침을 용할 상 환자가 구체 으로 서술되어 있다. 진료지침을 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이 구체 으로 

서술되어 있다.

평가 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

4. 진료지침 개발 그룹은 모든 련 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변화 없음

5. 환자의 과 선호도를 고려했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진료지침을 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의 과 선

호도를 고려했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진료지침을 주로 활용할 사용자 집단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변화 없음

7. 진료지침 사용자를 상으로 개발된 진료지침에 한 사  

조사를 시행하다.

삭제 항목. 항목 19 사용자 안내 설명서에 포함.

평가 역 3. 개발의 엄격성

8. 근거의 검색에 체계 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변화 없음. 항목 7로 번호 변경.

9. 근거 선택의 기 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변화 없음. 항목 8로 번호 변경.

새 항목 9. 근거 자료의 강도와 한계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10. 권고안 도출 방법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변화 없음

11. 건강상의 편익, 부작용, 험 요인이 권고안 도출 시 고려

되었다.

변화 없음

12. 권고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

변화 없음

13. 진료지침은 출  에 외부 문가들에 의한 검토 과정이 

있었다.

변화 없음

14. 진료지침의 갱신 차가 제시되어 있다. 변화 없음

평가 역 4. 표 의 명확성

15. 권고안은 구체 이며 모호하지 않다. 변화 없음

16. 임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임상 상태나 건강 이슈를 리하기 한 다양한 안이 분명

하게 표 되어 있다.

17. 주요 권고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화 없음

평가 역 5. 용성

18. 진료지침은 의료 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도구가 제시되어 있다.

진료지침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진요인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역의 변화 (표 의 명확성)와 

항목 19로 번호 변경.

19. 권고안을 용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실 인 어려움들

이 논의되었다.

진료지침은 권고안이 의료 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과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순서 변경 

- 항목 18로 번호 변경.

20. 권고안을 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문제가 감안

되었다.

권고안 용시 필요로 할 수 있는 잠재 인 자원의 향과 

의미가 고려되어야 한다.

21. 진료지침 시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

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진료지침은 수행 정도에 한 감독  평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역 6. 편집의 독립성

22. 진료지침의 내용은 재정후원을 한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재정후원단체의 의견이 진료지침의 내용에 향을 주지 않

았다.

23. 진료지침 개발 구성원들의 이해 상충 문제들이 기록되

었다.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이해 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언 되어 있다.

AGREE: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 II.

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문 원회 K-AGREE II 도구 활용 안내서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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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scaled domain percentages between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Korean CPGs

Pre GRC* (n=10) Post GRC* (n=10) Mean±SD (median) Range

Scope and purpose 62.2 80.4 82.7±12.79 (84.7) 55.6–97.2

Stakeholder involvement 49.8 61.2 53.4±18.68 (56.9) 11.1–95.8

Rigor of development 30.7 68.3 63.0±22.30 (71.4) 13.5–90.6

Clarity of presentation 60.9 78.2 88.9±9.24 (91.7) 58.3–100.0

Applicability 49.1 61.6 30.1±15.62 (27.1) 3.1–67.7

Editorial independence 20.9 73.6 50.2±28.95 (58.3) 0.0–93.8

CPG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D: standard deviation.

*Source: guideline review committee. 

Adapted from Chang et al. J Korean Med Sci 2016;31:682-7.
5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scaled domain percentages between WHO and KUA

AGREE II 

Korean CPG for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2015 (%)

Korean CPG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2018 (%)

WHO Guidelines*

mean scores (%)

Pre GRC (n=10) Post GRC (n=10)

Domain 1. Scope and purpose 94.4 69.4 62.2 80.4

Domain 2. Stakeholder involvement 69.4 51.4 49.8 61.2

Domain 3. Rigour of development 85.9 74.0 30.7 68.3

Domain 4. Clarity of presentation 100 87.5 60.9 78.2

Domain 5. Applicability 20.8 29.2 49.1 61.6

Domain 6. Editorial independence 77.1 83.3 20.9 73.6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KUA: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AGREE II: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 

II, 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GRC: Guideline Review Committee.

*Sinclair et al.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 development: an evaluation. Plos ONE 2013;8:1-5.13

한비뇨의학회  세부 문학회 CPGs 개발 황

한비뇨의학회  세부 문학회에서 지속 으로 CPGs

를 개발하여 해당 문의  공의에게 검증된 정보제공

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외 으로 발표하여 홍보하는 

CPGs는 손에 꼽히는 수 이다. 2011년 한요로생식기감

염학회, 질병 리본부가 참여하여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발표하 다.8 서론에 수용개작 방법을 따라 개발하 다고 

하 으나 캐나다 진료지침만 언 되고 있어 평가 자료가 

부족하 다. 하지만 아직 질 리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체계 인 방법론을 활용한 부분은 

평가되어야 한다. 2013년 한남성과학회에서 발기부  진

료 권고안을 발표하 다.9 록에 높은 근거 수 의 근거를 

모아 진료 권고안을 만들었다는 내용 이외에 개발 방법에 

한 서술은 없다. 아직 질 리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으로 이  리뷰 형식의 진료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한비뇨의학회에서 처음으로 K-AGREE II를 활용하여 

2014년 립선비 증 진료 권고안을 개발하여 의학회 인증

을 받고 2015년 책자를 발간하고 2016년 논문으로 발표되

었다.10 한비뇨의학회,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한가

정의학회에서 참여하 고 방의학자를 포함한 다학제 개

발 그룹을 만들고 수용개작과 신규 개발(de novo)을 같이 

병행하는 하이 리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CPGs 개발 방

법을 충실히 따르고 한의학회 CPGs 평가를 받아 우수 인

증을 받았다(Table 3). 하지만 평가 역 5 ( 용성)에서 낮

은 수를 보여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6년 한요

로생식기감염학회, 질병 리본부가 참여하여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 을 발표하 다.11 2011년 과 달리 서론 

 부록에서 개발과정을 서술하 다. 수용개작 방법을 따

라 개발되었고 의학회 인증평가를 받았다. 특이 은 연구

비 지원을 한 정부기 인 질병 리본부에서 검토 원회에 

참여하 다는 것으로 독립성 역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부

분이다. 2017년 한감염학회, 한화학요법학회, 한비뇨

의학회, 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한신장학회에서 요로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2018년 발표하 다.12 

한비뇨의학회와 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같이 참여하여 

립선염 부분 개발을 담당하 다. 방의학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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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개발 그룹을 만들고 수용개작(adaptation) 방법을 충

실히 따른 내용을 잘 서술해주고 있다. 한 최종 개발된 

CPGs가 개발에 참여한 학회들의 인증을 받았음을 서술 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회 CPGs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 

2017년 방 염 진료지침이 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개발되어 발표되었다.14 하지만 개발 방법에 한 서술은 보

이지 않고 내용도 핵심 질문, 권고 수 , 권고 강도 등 CPGs 

주요 형식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리뷰 논문 형식의 서술을 

하고 있어 질 평가가 불가능하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한비뇨기종양학회와 한비뇨의학회에서 참여하여 립선

암 치료 진료 권고안을 개발하여 2018년 발표하 다. 수용

개작 방법을 사용하여 충실히 따랐다. 한의학회 CPGs 평

가에서 평가 역 5 용성 부문에서 낮은 수를 보 으나 

나머지 다섯 개 평가 역에서는 WHO CPGs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를 보여 다 (Table 3).15 

한의학회 인증 평가 황 

2008년 만들어진 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http://www.guideline.or.kr)에서 임상진료지침 문 원회가 

만든 한국형 임상진료지침 평가도구인 K-AGREE II를 이용

하여 CPGs 인증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재 15개 CPGs만 인증을 받는데 성공하 다. 이 가운데 

2015년 립선비 증 진료 권고안, 2016년 성매개감염 진

료지침, 2018년 립선암 치료 진료 권고안이 인증을 받는

데 성공하여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향후 개발 망

국내 CPGs 개발 방향은 이미 질 리를 통한 개발 방법

을 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학회 CPGs 인증 평가

도  높은 수 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한비뇨

의학회와 세부 문학회도 평가 수 에 맞는 CPGs를 개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 않은 개발비용과 

K-AGREE II 도구 활용법을 교육받고 실제 용하여 CPGs

를 개발하여 결과물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비용, 시간 그리

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학

회에서 여러 문가들이 모여 비용으로 단시간에 만들어 

내던 상황과 많은 차이 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비뇨

기종양학회도 2018년 발표한 립선암 치료 진료 권고안을 

시작으로 CPGs 개발 방법을 바꾸어 갈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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