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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questionnaire to evaluate medical students’ knowledge of, attitude
towards and practice of evidence-based medicine (EBM).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18 medical students enrolled in the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Seoul, Korea. To examine construc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performed with 118 
participant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with the remaining 281 participants. We developed 41 items with
a 4-point Likert scale. An EFA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mergence of four dimensions of EBM competencies. The 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 and the direct oblimin rotation method were used. To confirm construct validity, a CFA was conducted with  
the remaining 281 participants. To evaluate model fitness,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and comparative fit 
index (CFI) were used as fit indices. We conducted ANOVA with Scheffe as discriminant validation, and calculated Cronbach’s α
of 4 subscales as reliability checkup.
Results: After refinement procedure, factor analysis of the 32 items in therevised questionnaire yielded 4 factors. The Scree plot 
supported a 4 factor solution explaining 53.5% of the variance. The 4 components derived were: factor 1_knowledge on EBM (11
items; Cronbach’s α=0.92); factor 2_ pursuit towards EBM (10; 0.88); factor 3_reluctance on EBM (7; 0.78); factor 4_practice of
EBM (4; 0.75). The questionnaire could discriminate competence differences among 1-3 yr students. Satisfactory Cronbach’s αscores
were noted for each factor as well. 
Conclusion: The EBM competency questionnaire was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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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수행능

력은 이제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하나가 되었다

[1]. 1992년에 EBM의 개념과 필요성이 소개된 이후[2], 북미

와 유럽의 많은 의과대학은 EBM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교육의 긍

정적인 결과를 발표해 왔다[3,4,5,6,7]. 보고된 대부분의 훈

련 프로그램은 EBM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임상의들이 단기 EBM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통계를 포함한 자

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능력을 습득했음에도, 이러

한 능력들이 실제 임상문제를 다루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

지 못했으며,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자신감을 높여주지 못했

다[8,9].

  이와 같이 많은 EBM 훈련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의사들이 

높은 성취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EBM 수행은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EBM 훈련프로그램

은 근거를 검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등과 같이 세

분화된 인지적 기술습득에 편중되어 있다[3,4]. 그러나 이러

한 인지적 기술의 부족이 의대생이나 수련의들의 EBM 수행

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

이 임상현장에서 EBM 수행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EBM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EBM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을 간파해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운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며[10], 임상현장에서 임상교수들이 EBM 수행

을 지원하지 않고[7,11], 또한 시간적 제약[10]을 많이 받는 

등 인식과 태도 그리고 실천의 측면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12]. 

  EBM 훈련과 수행 간 괴리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로는 훈련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도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EBM 교육의 평가도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

석한(systemic review) 메타연구에 의하면, 보고된 EBM 수

행능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가 실제로는 본

질적으로 편향된 평가 설계로부터 얻어진 것들이 많았다[13]. 

더구나 적절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한 연

구는 거의 없었고, 몇몇 평가도구의 타당화 과정을 언급한 연

구들도 세부적인 타당화 방법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훈

련 프로그램 결과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본

격화되면서 평가방법과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

는 것이 EBM 훈련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14].

  지금까지 기술한 상황은 EBM 훈련을 일찍 시작한 유럽과 

북미의 실정이다. 국내 EBM 훈련의 현실은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의과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EBM을 훈련하

고 있는 대학은 국내에는 거의 없으며, EBM 훈련을 위한 단

기과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컨퍼런스나 

저널클럽 등의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대생 

실습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15]. 많은 

임상의사나 교수들 중 EBM 수행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나 

훈련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에서 체계적인 EBM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논문의 수는 매

우 적으며, 결국 의학교육 분야에서 EBM 수행능력 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연구팀은 체계적인 EBM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국내 의대생들에게 적합한 EBM 훈

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의대생들의 

EBM 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대생이 EBM 수행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이

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질문지는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태도

와 실천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다

면적인 타당화 작업을 통해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으며, EBM 수행의 초심자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의대생(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UME)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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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1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교

육과정에 EBM 훈련을 위한 명시적 교과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학생들은 2학년 PBL 과정과 3, 4학년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EBM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내재된 형태의 EBM 실행훈련을 받는다.

  연구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99명의 자료를 분석

했으며, 분석 자료의 학년별 구성은 1학년 108명, 2학년 84명, 

3학년 89명, 그리고 4학년 118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4학년

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1차 자료수집 대상이었고, 1~3학

년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2차 자료수집 대상이었다. 2차 

자료수집에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변별타당화에도 2차 수집 자료가 활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개발은 문헌분석과 1차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

석, 그리고 2차 질문지의 타당화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

되었다.

  먼저, 문헌분석은 PubMed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 ‘evidence-based medicine’, ‘EBM 

training’,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educational measurement’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10

편을 대상으로 하였다[5,16,17,18,19,20,21,22,23,24]. 검색된 

논문은 의대생들의 EBM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EBM

에 대한 태도, 그리고 EBM의 실천에 관한 항목들을 포함하

였다. 이에 따라 EBM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을 기본 구조로 

질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각 하위구조에 포함되는 문항들

은 선행연구의 질문지를 참조하여 구체화하고[13], 국내 의대

의 EBM 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개발된 예비설문

지는 의학교육담당교수와 임상실습담당교수의 검증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4학년 학생 5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1차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1차 질문지는 EBM에 관한 지식, 태도, 그리고 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41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사이에 기록

하도록 되어 있었다. 

  1차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4개 요인이 추

출되었고, 9개 문항이 제거되어 32문항의 2차 질문지로 수정

되었다. 수정된 질문지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를 통해 

측정도구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적합성 평가, 변별

타당도 확인을 위한 분산분석, 그리고 신뢰도 평가 등의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축요인추출방법(princi-

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측정도

구의 적합성 평가는 공변량행렬자료를 이용한 최대우도추정

법(maximum l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4개요인구

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 학년을 변인으로 하여 분산분석(ANOVA)하고 사후분석

(Scheffe) 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USA)과 AMOS 5.0 (SPSS Inc.)을 사용하였

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따르면 KMO 표본적

합성측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1차 자료가 

0.81, 2차 자료가 0.86이다. 이는 KM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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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Bartlett’ Test of 
Sphericity

1st data 2nd data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Bartlett’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df
p-value

0.81

2481.49
630.00
<0.01

0.86

4013.51
496.00
<0.01

KMO: Kaiser-Meyer-Olkin.

Table 2. Factor Structure of the EBM-CQ by Direct Oblimin Rotation

　 1 2 3 4
Kn9 0.838
Kn5 0.789
Kn10 0.785
Kn11 0.741
Kn3 0.737
Kn8 0.696
Kn1 0.689
Kn7 0.688
Kn4 0.659
Kn2 0.655
Kn6 0.576
Pu1 -0.775
Pu2 -0.737
Pu3 -0.698
Pu6 -0.665
Pu14 -0.637
Pu15 -0.622
Pu9 -0.615
Pu11 -0.613
Pu4 -0.609
Pu7 -0.608
Re16 0.757
Re17 0.688
Re10 0.594
Re12 0.592
Re13 0.582
Re8 0.502
Re5 0.343
Pr9 -0.809
Pr8 -0.791
Pr4 -0.516
Pr7 -0.509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Factors

Factor 1 2 3 4
1  1.00
2 -0.12 1.00
3  0.08 0.17  1.00
4 -0.28 0.25 -0.06 1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며, 0.80 이상이면 

양호하다는 Kaiser의 준거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

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설명한다[25]. 또한 Bartlett 구형성 검

사결과도 1, 2차 자료 모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므로 자료의 적합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2차 수집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산출한 요인구

조행렬이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축요인추출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적정 요인 수는 스크리 도표

(Scree plot)를 참조하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인 간 상관을 허

용하는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

을 회전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총 4개 요인이 추출되었

고, 이의 설명변량은 53.5%이다. 추출된 요인구조행렬은 1차 

자료로 시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및 구성문

항과 일치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32문항의 EBM 질문지는 4개 요인을 

포함한다. 요인 1은 EBM 실행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식(Knowledge)’으로 이름 붙였다. 요

인 2는 EBM 훈련과 수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10개 

문항을 포함하므로 ‘추구태도(Pursuit)’로, 요인 3은 EBM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7개 문항을 포함하

므로 ‘기피태도(Reluctance)’로 명하였다. 요인 4는 EBM의 구

체적인 실천을 설명하는 4개 문항을 포함하며 ‘실천(Practice)’

이라 명명하였다. 질문지의 구조와 문항은 Appendix로 첨부하

였다.

  Table 3은 요인 간 상관행렬이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

관 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4 요인은 각기 다른 측면을 측

정하고 있다.

  질문지 구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에 사용되지 않은 1~3학년 281명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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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t Indices of the EBM-CQ Structural Model

Fit index χ2 df RMSEA (90% CI) CFI

Model 1146.539a) 458 0.073 (0.068~0.079) 0.825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Confidence 
interval, CFI: Comparative fit index.
a)p<0.01.

Table 5. Results of ANOVA & Scheffe for Discriminant Validation
 

Sub Scale Yr n Mean (SD) F p-value
Scheffe

SG 1 SG 2
Knowledge　 1 108 21.59 (7.23) A

2  84 26.24 (5.89) 11.99a) 0.00 B
3  89 24.78 (6.73) 　 　 B

Pursuit　 1 29.82 (6.90) A
2 30.30 (4.35)  3.67a) 0.03 A B
3 31.85 (3.96) 　 　 B

Reluctance　 1 15.03 (3.43) 
2 15.33 (3.17)  2.16 0.12 - -

3 14.34 (2.87) 　 　

Practice　 1  9.59 (3.15) A
2  9.42 (2.68) 9.98a) 0.00 A
3 11.12 (2.51) 　 　 B

SD: Standard deviation, SG: Subgroup.
a)p<0.05.

주요 적합도 지수(fit index)는 Table 4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χ2 통계량과 자유도(df), p-value를 제시한

다. 일반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크면 적합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하는데 p-value는 χ2 통계량이 작을수록 커지게 

된다. 그런데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지며, 

측정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

로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은 자료에서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나더라도 적합도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으

며,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26]. 표본크

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이 있다. 이는 χ2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이다. 대체로 0.08보

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90% 신뢰구간

에서 상한 값이 0.08보다 낮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27]. 연구에서 분석한 모형의 RMSEA는 0.073으로 

90% 신뢰구간에서 0.068~0.079를 나타내 높은 적합도를 보

였다.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연구모형과 null모형

을 비교해서 산출한 지수로 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27]. 

본 모형은 0.825를 나타내 기준값에 근접한다. 

  변별타당화를 위하여 1~3학년 학생들의 하위척도별 점수

를 비교하였다[12,14]. K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EBM 

훈련을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2학년

의 PBL 과정과 3학년의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EBM 실천에 

필요한 지식이나 실행방법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EBM의 지식이나 실천경험이 

많아진다. 질문지가 이러한 대상 집단의 차이를 적절히 변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개 하위척도의 학년 간 평균을 비교

하였다.

  Table 5에 따르면 EBM 지식, 추구태도, 실천 척도에서 학

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피태도는 학년 간 차이가 없

었다.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지식, 추구태도, 실천 

등 3개 하위척도의 학년별 평균값의 사후검정을 한 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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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nal Consistency of the EBM-CQ

EBM-CQ Cronbach’s α
Knowledge (11) 0.92
Pursuit (10) 0.88
Reluctance (7) 0.78
Practice (4) 0.75
EBM-CQ total (32) 0.86

식의 경우, 1학년과 2, 3학년이 각각 2개의 하위집단으로 구

분되었으며 2, 3학년의 점수가 1학년보다 높았다. 추구태도의 

경우에는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2개의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2학년은 양 집단에 나뉘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

이 1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다. 실천의 경우, 1, 2학년과 3학년

이 각각 2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고, 3학년이 1, 2학년보

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즉, 질문지는 학년에 따른 학생집

단의 EBM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를 변별해 낼 수 있었다.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지식 11문항이 Cronbach’s α=0.92, 

추구태도 10문항이 Cronbach’s α=0.88, 기피태도 7문항이 

Cronbach’s α=0.78, 그리고 실천 4문항이 Cronbach’s α= 

0.75로 나타났다. EBM_CQ 32문항 전체에 대한 Cron-

bach’s α=0.86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Table 

6).

  변별타당화 결과에 따르면 4개 영역이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변별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식과 실천 

영역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추구태도

는 유의도 수준을 0.01로 설정했을 경우 p-value (0.03)가 영

가설을 기각해야 수준이며, 기피태도의 값은 학년 간 차이를 

변별하지 못했다. 이는 질문지의 두 영역이 학생들의 차이를 

충분히 변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추구태도와 기피태도가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

는 영역임으로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를 두 영역이 변별

력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 전에 연구자는 다른 설명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EBM 수행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학생들의 지식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임상

실습이 늘어나면서 EBM 실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EBM 수행을 실천하는 행동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태도는 이 두 영역과는 다르게 변화한다. 비공식적 훈련 상황

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EBM에 대한 교수나 선배의 태도는 

학생들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학생들의 태도

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자는 기피태도와 추구태도의 결과는 태도영역 훈련의 특수성

과 낮은 성공률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도 있음에 주목하였다. 

두 영역의 변별력이 떨어진 결과는 문항의 수정, 보완을 필요

로 할 뿐 아니라 EBM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고 부정

적인 태도를 낮추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특별한 주의

를 요함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다음으로 검증한 구조모형의 적합성 지수를 살펴보면, 증

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ices)에 해당하는 CFI는 

적정 적합도 수준인 0.90에 다소 못 미치는 0.825를 나타냈다. 

비록 적정 적합도 수준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

해 보완되어야 할 수치이다. 그러나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ices)에 해당하는 RMSEA는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신뢰구간의 90% 상한값이 0.79를 나타내 RMSEA 

지수상에서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2] 구조의 타당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타당화를 위한 연구대상이 K 의학전문

대학원 1개 기관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K 의학전

문대학원에 공식적인 EBM 훈련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특정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질문지

를 활용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이고 내재적인 EBM 훈련 효과

를 가정하고 학생들의 EBM 관련 지식, 태도, 실천 정도를 측

정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EBM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기존의 측정도구가 없어 공인된 다른 척도와의 비

교를 통해 타당화를 하는 준거타당도 검증을 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28].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4가지 이상의 타당

화 과정을 통해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다각도에서 확

인함으로써 질문지의 충실도를 높였으므로 연구목적을 충실

히 달성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질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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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EBM 관련 지식과 태도, 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문지의 

구조와 문항의 내용이 향후 의대생들을 위한 EBM 수행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연구의 의의로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초보적인 EBM 능력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만약 의대생들이 EBM 수행에 

대해서 준비된 훈련을 받고 계획된 실행경험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특화된 지식과 복합적인 실행을 묻는 문항으로 그

들의 지식과 실행수준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또

한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나 전문의를 위한 EBM 질문지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확장된 질문지의 개발도 필요하다[3,6,29,30].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수준에 따른 질문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BM 관련 역량을 평가하는 질문지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 이 연구가 방법과 내용의 측면에서 도

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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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BM 

N ―

Kn1 . 4 3 2 1
Kn2 . 4 3 2 1
Kn3 . 4 3 2 1
Kn4 , 

.
4 3 2 1

Kn5 . 4 3 2 1
Kn6 MEDLINE . 4 3 2 1
Kn7 . 4 3 2 1
Kn8 . 4 3 2 1
Kn9

.
4 3 2 1

Kn10
. 

4 3 2 1

Kn11 . 4 3 2 1
Pu1 EBM . 4 3 2 1
Pu2 EBM . 4 3 2 1
Pu3 EBM patient outcome . 4 3 2 1
Pu4 EBM . 4 3 2 1
Pu6 EBM . 4 3 2 1
Pu7 EBM . 4 3 2 1
Pu9 EBM . 4 3 2 1
Pu11 EBM . 4 3 2 1
Pu14 EBM

.
4 3 2 1

Pu15 EBM / . 4 3 2 1
Re5 EBM . 4 3 2 1
Re8 . 4 3 2 1
Re10 EBM . 4 3 2 1
Re12 EBM . 4 3 2 1
Re13 EBM . 4 3 2 1
Re16 EBM . 4 3 2 1
Re17 EBM

.
4 3 2 1

Pr4 . 4 3 2 1
Pr7 EBM . 4 3 2 1
Pr8 PubMed, Medline

.
4 3 2 1

Pr9 . 4 3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