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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란 리뷰(Cochrane review)

고려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서론 

사회와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의 보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수많은 진료행위 중 여전히 근거나 효과가 불확

실한 의료기술이 많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근거중심의학은 현존하는 최적의 근거를 성실하고 명료하며 현명하게 사용하여 

개개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실행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최상의 외적 임상근거를 각 임상가의 전문적 식견과 통합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Sacke. et al., 1996). 

지난 십수년간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중심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

어, 의료기술을 포함한 여러 의료행위의 임상 효과 및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으로 이

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어 근거중심보건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은 체계

적 문헌고찰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특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판

된 일차 연구들에 대해 명백하고, 재생가능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수집, 평가·분

석함으로써 연구결과 도출에 유입될 수 있는 비뚤림을 최소화하여 최종적인 통합

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으로, 보건의료기술 승인, 건강보험 등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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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 등 여러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에 중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근거중심 보건의료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 개발, 전자 데이터베이스 발전, 

이차 연구 문헌 잡지 발행 등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코크란 연합이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크란 연합의 목적은 보건의료 중재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리뷰를 준비하고, 유

지시키며, 리뷰의 접근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사람들(보건의료인, 연구자, 정책결정

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보건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 코크란 연합은 1993년 설립 이후로 지난 20여년간 코크란 리뷰 생산과 

더불어, 통합적인 문헌검색, 비뚤림 평가, 통계분석 등의 방법론적인 개발, CON-

SORT, PRISMA 등의 보고기준과 GRADE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

써 보다 신뢰성 있는 체계적문헌고찰의 근거생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

다. 더욱이 방법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MECIR(Methodological Expecta-

tions of Cochrane Intervention Reviews) 기준을 개발하는 등 최신 방법론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진단법평가연구, 비무작위 임상연구, 복합 중재법 비

교, 경제성, 질적 연구 등 새로운 연구영역에서의 방법론적 개발에 확대하고 있으

며, 최신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데이트 간소화 

및 자동화 등 실용적인 전략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코크

란 연합 한국지부를 운영하여 체계적 리뷰 방법론 전수 및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는 방법 등의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코크

란 리뷰를 활용하는 학회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근거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의 마련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본론

1. 코크란 연합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코크란연합은 영국의 역학자인 Archie Cochrane(1909-1988)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만들어졌다. Archie Cochrane은 1972년에 출판된 Ef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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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ness and Efficiency: Random Reflections on Health Services(Cochrane, 

1972) 저자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있어 무작위임상연구(RCT) 결

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9년 그는 보건의료 효과에 있어 “주  전공 및 세부 

전공 분야별로 모든 무작위 임상 연구에 대해 체계적인 요약을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중대하게 비판

받아야 할 점이다(It is surely a great criticism of our profession that we have 

not organised a critical summary, by specialty or subspecialty, adapted 

periodically, of all relevant randomised controlled trials(Cochrane, 1979))”

라고 언급하였으며(코르란 연합 한국지부 홈페이지; Cochrane Collaboration 홈

페이지), 이러한 Cochrane의 비판은 출산과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법을 연

구한 RCT 결과들을 정리하는 10년간에 걸친 국가 간 협력연구를 점화시켰고, 결

과적으로 모든 보건 및 의료 관련 연구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하는 임상

연구자들, 연구방법론 전문가들 및 사용자들 간 국제적 네트워크인 코크란 협력단

체(Cochrane Collaboration)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운동을 점화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이준영, 2008).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은 1993년 Iain Charmers의 주도로 영

국에 설립된 국제적 비영리 연구단체로, 목적은 보건의료의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중심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

을 주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코크란 연합은 협력적이고 능률적으로 활동하

며, 시의 적절하고 활용가능한, 비뚤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지향해왔다. 이러한 목표는 향후 20년에도 지속

될 것이며, 리뷰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비무작위 임상연구의 근거 통합이나 복합

multiple 중재 비교 등에 대한 방법론적인 개발, 효율적인 편집과정, 중저소득 국가

의 보건문제 등 다양한 리뷰제공자 및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보건의료중재

의 효과를 다룬 체계적 리뷰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새로운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코크란 연합은 1993년에 9개국 77명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후 점차 성장하여 

2011년 기준 120개국 이상의 28,000여명의 자원자들로 구성된 국제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으며(Allen & Richmond, 2011), 매년 전세계의 코크란 센터 또는 

지부의 주체로 콜로키움(Colloquium) 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중심으로 

한 의료기술평가 및 방법론 등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The Cochrane Database Systematic Reviews(CDSR)에 5,600여개 이상의 full 

SR과 2,300여개 이상의 리뷰 프로토콜을 게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코크란 라

이브러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리뷰를 발표하고 있다. 라이브러리는 또한 무작위 임

상시험 연구 논문들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인 CENTRAL(2013년 

9월 기준, 700,000 이상)를 포함하고 있다(Chandler & Hopewell., 2013).

그림 1.  Cochrane Collaboration 홈페이지

2. 조직 및 규모

코크란 조직은 코크란 운영 그룹의 주축으로, 크게 코크란 리뷰 그룹, 방법론 연

구 그룹, 필드, 네트워크, 센터의 독립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 120개국 이상

의 31,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코크란 운영 그룹은 코크란 연합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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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저작권, 허가, 다른 조직과의 관계 등의 전반적인 

코크란의 운영 조정을 다룬다. 코크란 리뷰 그룹은 방법론 연구 그룹, Centres and 

Fields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특정 질병 및 건강주제에 관련된 코크란 리뷰를 준비

하고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를 담당한다. 1999년 9개 그룹에서 현재는 54개의 리

뷰그룹으로 증가되었다. 코크란 방법 연구 그룹은 리뷰에 사용되는 통계적인 방법, 

자료추출, 비뚤림 위험 평가 등의 방법론의 개발 및 확산 등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

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 리뷰 생성을 돕는다. 방법론 연구 그룹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의 방법 측면에서 "검색방법, 통계 및 메타분석 방법, 비뚤림 위험평가, 비무작

위 임상연구 사용, 질적 연구와 경제성 데이터 통합, 체계적 고찰 결과 적용 및 해

석, 환자중심 의료결과, 형평성 문제, 선별 및 진단검사, 예후" 로 전문화하여 구분

되어 있다. 최근에는 간접비교와 네트워크 메타분석,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방법론

을 전문화하는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인 방법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코크란 필드

는 의료환경(예, 1차 의료), 소비자유형, 중재유형 등과 같이 광의 개념의 보건의료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심 주제들이 코크란 리뷰 그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코크란 연합 구조

코크란 소비자 네트워크는 코크란 리뷰의 생성에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

도하며, 전세계에 코크란 정보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코크란 센터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4개 나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고, 코크

란 리뷰 그룹 및 코크란 리뷰를 지지,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크란 센터 내에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호주센터의 한국지부가 설립되

어 활동 중에 있으며, 국제적인 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체계적 고찰(코크란 리뷰) 

방법론을 전수하는 등 근거중심의학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코크란 연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이해관

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연구프로그램, 유지관리 등의 

기관 운용 재정은 코크란 라이브러리 및 기타 코크란 생산물의 수익금으로부터 주

로 제공받으며, 그 외 정부 연구비, 비정부기관, 대학교, 병원, 민간재단, 개인 기부

로 지원받고 있다. 

3. 코크란리뷰 

코크란 리뷰를 수행하는 절차는 크게, 연구주제에 대한 제목 등록, 프로토콜 

게재, 리뷰 수행, 게재 이후 주기적인 갱신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Review 

Manager(RevMan)에서 제공되는 format을 이용하여 코크란리뷰를 수행한다.

그림 3. 코크란 리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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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란 연합에서는 현재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복 게재하는 것을 배

제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게재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코크란 리뷰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Oxman, 2013). 연구주

제를 등록하는 양식에는 연구자 관련정보(성명, 전문분야, 이해상충, 역할), 연구

질문, 활용가능한 자원, 리뷰 소요시간추정,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연구결과 출판 동

의, 문헌고찰의 주기적 갱신 서약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비-코크란 리뷰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예기치 않은 중복을 줄이기 위해, 프로토콜을 등록하는 레지스

터(PROSPERO)도 만들어져 제공되고 있다. 또한 PDQ-Evidence (www.pdq-

evidence.org)와 Epistemonikos (www.epistemonikos.org)와 같은 새로운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된 주제에 대한 체계적리뷰를 빠르고 쉽게 확인함으

로써, 포함된 연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Oxman, 

2013). 

프로토콜 게재는 리뷰의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연구질문을 정의하고, 연

구들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의 연구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

는 과정이다. 이는 동일 유사한 문헌고찰의 중복수행을 방지할 수 있고, 계획된 연

구방법에 대해 동료심사를 받으며,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출판하게 한다. CDSR에 

체계적 리뷰를 완료하기 전에 게재를 마쳐야 한다. 만일, 프로토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완료된 코크란리뷰의 'Differences between protocol and review’ 란에 변

경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민감도분석을 통해서 프로토콜의 변경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크란 중재 리뷰의 프로토콜 작성시에는 제

목, 프로토콜 정보(저자, 교신담당자), 연구배경, 목적, 연구방법(연구유형, 대상, 

중재, 의료결과, 문헌검색방법, 자료추출 및 분석), 이해상충 고지는 필수 기재사항

으로, 누락된 경우 프로토콜을 게재할 수 없다(Higgins & Green, 2008).  

이후의 코크란 리뷰를 수행하는 과정은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과 마찬가지로, 사

전 계획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명백하고 재현성이 확보된 방법론을 사

용하여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 정리하고 분석하여 비뚤림이 최소화된, 신뢰성 있

는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의료종사자, 환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근거중심의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량의 연구들을 통합하는 과정

인 체계적 리뷰를 수행시, 일차연구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비뚤림이 무엇인지, 그

런 비뚤림이 리뷰결과 및 이후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크란 연합은 체계적 리뷰 및 일차 연구들에서 비뚤림을 어떻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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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방법론적인 발전에 기여하였다. 2001년에 Cochrane Reporting Bias 

Methods Group(현재는 Cochrane Bias Methods Group)이 일차 연구들의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비뚤림 및 그 외 비뚤림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Risk of Bias(RoB)를 2008년에 도입하여 무작위임상연구의 비뚤림평가를 측정

하는데 중요한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있다(Tumer, et al., 2013). 

코크란의 RoB 도구는 체크리스트 방식과 영역평가 방식의 결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문헌의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비뚤림 위험

이 높음, 낮음으로 판정할지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기술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

어 있어 사용이 용이하며, 또한 근거수준을 평가할 때 GRADE에 적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RoB 도구의 평가영역은 크게 선택비뚤림, 실행비뚤림, 결과 확인 비

뚤림, 탈락 비뚤림, 보고 비뚤림의 다섯가지며, 이런 비뚤림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

위 배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참여자 연구자의 눈가림, 결과 평가자의 눈가림, 

불완전한 결과의 처리, 선택적 결과 보고, 타당도를 위협하는 다른 잠재적 비뚤림의 

위험 7가지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 2011). 최근 개최된 코크

란 콜로키움에서는 이해상충을 새로운 비뚤림 평가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찬

반논의가 있었다. 물론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비뚤림에 영향

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그림 4. Risk of Bias 그래프

최근 코크란 연합은 중재의 효과 평가 외에, 진단검사에 대한 체계적 리뷰를 만

들어내고, 예후 리뷰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Chandler & Hopewe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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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시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QUA-

DAS (Quality Assessment of Diagnostic Accuracy Stuidies) 도구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UADAS 도구는 진단법 평가 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 개발된 

포괄적인 도구이다. 처음에는 14개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나, 코크란 연합에서는 이 

중 방법론적인 질이 아닌 보고의 질과 관련된 3개 항목을 제외한 후, 총 11개 항목

에 대한 평가를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질평가 항목도 별도로 제

시하고 있다(신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 2011). 

QUADAS…도구(11개…항목) 추가항목

1.  연구 대상 환자의 범주가 실제 그 검사가 적용될  

환자군을 대표하는가?

2.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사용된 참조기준

(reference standard)이 해당 질환을 올바르게 

분류하는가?

3.  참조기준과 중재검사가 이루어진 시간적인 차이는  

목표 상태(target condition)가 변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짧은가?

4.  표본의 전체 또는 무작위 선정된 표본이 진단을 위한 

참조 기준으로 검증받았는가?

5.  중재검사의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한 참조검사를  

받았는가?

6. 표준기준은 중재검사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가?

7.  중재검사의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준기준의 

결과가 해석되었는가?

8.  표준기준의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검사의 

결과가 해석되었는가?

9.  현장에서 검사가 실제로 사용될 때 환자에 대한  

정보가 얻어져 사용되는 여건과 마찬가지로  

연구 중에서 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 임상적 정보가 

얻어져 사용되었는가?

10.  해석할 수 없는 결과/중간 검사 결과가 보고되었

는가?

11. 연구에서 탈락된 예가 설명되었는가?

<추가 항목>

1.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성립된  

임계값(cut-off values)이 있는가?

2.  연구가 수행된 이후 중재검사의 기술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3.  연구는 ‘양성’ 결과로 고려된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는가?

4. 검사 조작자는 적절하게 훈련되었는가?

5.  중재검사와 참조기준이 수행될 때까지 치료는  

제공되지 않았는가?

6.  관찰자간 변이에 대하여 보고되었으며,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인가?

7.  기기간 변이에 대하여 보고되었으며,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인가?

8. 목표가 미리 명시되었는가?

9. 연구는 제조사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

보건의료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체

계적 고찰의 결과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되지 않는 체계적 고찰은 시대에 뒤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오도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코크란 리뷰의 특징은 

리뷰 저자가 근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러

한 리뷰들을 정비(업데이팅)할 책임을 갖는다(Higgins & Green, 2008). 코크란 

연합 정책은 Cochrane Intervention review가 2년 이내에 업데이트 되거나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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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999년 이후로 최신의 리뷰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지난 2012년 코크란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00개의 프로토콜이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출판되었으나 

5년 이후 29-36%가 리뷰로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된 리뷰의 경

우도 70-80%는 5년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신의 리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리뷰를 우선순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검색전략, 자동화 과정, 효율적인 편집과정, 리뷰저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략을 개발해야 한다.

4. 코크란 리뷰 근거요약

Cochrane Applicability and Recommendation Methods Group(ARMG)에서

는 GRADE Working group과 함께 연계하여 코크란 리뷰의 결과를 해석하고, 요

약하는 방법 및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청중들이 코크란 리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Langendam, et al., 2013). 

Summary of Finding Tables(근거요약표)는 체계적문헌고찰의 주요 결과에 대

해 전반적 근거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

든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 코크란 리뷰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가능하게 해준다. SoF

표의 format은 일반적으로 주요 outcome별로 정리되며, 군별 위험도, 연구수와 

참여자수, 효과추정치(절대효과, 상대효과), 근거수준(GRADE), 비고 6가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과에 대해 결정내리게 된 이유에 대

해 상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Foot Note를 강조하고 있다. 근거요약표는 직접 만

들 수도 있으며, RevMan, GRADE profil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SoF 표는 각 의료결과에 대한 근거의 질을 결정하는 각 요인의 질평가를 제시하는 

GRADE evidence profiles과는 다르다. GRADE EP에서는 연구제한으로 인한 

downgrading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제시되는 반면, SoF 표에 있는 근거의 질은 의

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Langendam, et al., 2013). SoF 표의 채

택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 2009년 issue 1에

서는 3개의 리뷰에서만이 SoF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에는 502개의 

코크란 리뷰에서 1개 이상의 SoF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F 표에 

대한 질은 현재 ARMG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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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근거요약표 (Langenda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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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란연합의 목표와 기본원칙은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누

군가에게 중재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리뷰에 접근가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

다. 코크란 리뷰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리뷰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400자내의 알기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SoF 표 및 쉬운 용어로 요약정리 부분의 개선이야말로 코크란 리뷰에 요약된 근

거의 확실성 평가를 개선시키고, 주요 결과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

재, 리뷰의 약 10%만이 근거 요약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 코크란 리뷰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5. 코크란 리뷰 확산

보건의료 효과에 대해 코크란 리뷰를 수행한 코크란 연합의 주요 자료원인 Co-

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CDSR)은 2011년에 impact factor(5.9)

가 높게 평가되면서, 코크란리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되었다(Oxman, 2013). 

코크란 리뷰는 노인들에서의 낙상예방에 대한 지식, 뇌졸중, 흡연중독, 어린이 비

만 예방 및 치료,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쳐 보건의료 

연구자, 임상가,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Chandler & Hopewell, 

2013). Shen의 연구에 따르면, 코크란 리뷰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고소득 국가(영

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매년 리뷰를 생산해내는데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크란 리뷰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리뷰생산 및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중보건 

리뷰와 같은 근거생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hen, et al., 2013). 코크란연합은 

최근 인도에 Public Health Review Group의 satellite를 설립하는(Chandler & 

Hopewell, 2013)등 공중보건 리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최근 2013년 7월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47개의 코크란 리뷰 그룹에서 만들어

진 1,158개 코크란 리뷰는 임상진료지침(238개), SIGN에서 만들어진 근거 기반 

권고사항(24개 리뷰), NICE 가이드라인(115개), WHO(99개 리뷰)의 근거를 마

련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Chandler & Hopewe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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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ata report on impact of Cochrane Reviews informing Evidence-based clinical guidelines 2013

6. 코크란 라이브러리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완료된 코크란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0여개의 프로토콜은 코크란 리뷰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목

적을 분명하게 하는 리뷰 계획으로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코크란 리뷰가 

완성되고 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보건의료분야의 치료방법, 중재의 효과, 진단검사의 효과,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여 제공하고 있다. 1) 보건의료 중

재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된 결과(대부분 RCT를 토대로 한 리뷰)를 

담고 있는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CDSR), 2) 코크

란 리뷰 외에 질 평가가 이루어진 체계적 문헌고찰의 초록을 제공하고 있는 Da-

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DARE), 3) 임상 실험 연구자료에 

대한 문헌의 제목, 출판사 및 초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4) Full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방법론적인 가

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The Cochrane Database of Methodology Reviews, 5) 

Central Trial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된 방법론적인 자료의 초록을 담고 있는 The 

Cochrane Methology Register, 6) 전세계에서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술평

가 자료를 제공하는 Health Technolgoy Assessment Database, 7) 보건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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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를 지원하고 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유료 라이센스는 방법

론 개발 및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Editorial Unit에 지불하여, 

코크란연합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했다. 올해는 publication 비용을 지불

하는 경우에 한해 리뷰를 게재 직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코크란 리뷰

들에 대해 출판 12개월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엑세스 정책이 소개

되었다. 코크란 리뷰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코크란 리뷰에 대

한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코크란 리뷰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Oxman, 2013). 

결론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근거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근거

중심의학은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얻어진 현존하는 최적의 근거를 각 임상가의 전

문적 식견과 통합하여 개개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코크

란연합은 양질의 근거 생산 및 지속적인 확산전략과 열정으로 여러 보건의료분야

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제공에 일조함으로써, 건강과 관련된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코크란 연합은 앞으로도 가치있는 근거생산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뷰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구영역에서의 방법론적

인 개발, 효율적인 편집과정, 체계적 리뷰의 접근성을 촉진 등의 향후 과제들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코크란연합은 시간과 자원의 제약 조건이 있고, 긴급한 

공중보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의 질은 유지하면서 시의적절한 리뷰 수행을 위한 신속 반응 검토(Cochrane 

Response Rapid Review) 방법론을 개발하여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크란에서 도입한 체계적문헌고찰 방법론이 의료기술평가의 표준적 방법론으

로 채택된 이후로 코크란 리뷰를 수행하거나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자료를 이용하

는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크란 지부를 통해 코

크란 리뷰 방법론 교육 및 코크란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코크란 리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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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의사결정이 보다 활발해질 것

으로 기대된다.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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