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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발전과정

 McMaster 의과대학 임상역학, PBL

논문 비평 (critical appraisal) 로 시작

 Sackett, Haynes 등이 기여



발전과정

 1980년대초에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시리즈;

 비판적 문헌 평가와 근거의 강도에
(A,B,C,D,E.) 의해 분류하는 방법 전개.



발전과정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 :  JAMA 문헌이
비판적인 평가법의 일련의 시리즈를 연재, 출
간

 ‘비판적 평가’의 개념

→ 환자의 최적진료를 위해 비판적 평가로
부터 나온 정보를 사용

→ EBM으로 발전



발전과정

 영국 NHS 등에서 의료체계 발전의 주요목표
와 방법으로 채택

 Evidence-based health care, nursing,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EBM 문헌의 증가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Year

E
B

M
 문

헌
수



의과대학 졸업년도와 의학지식수준

최신고혈압
치료에

대한 지식수준

의과 대학 졸업이후 시간(년)

R = -o.54

P < 0.001



의사의 의학지식 습득

 제약회사 판촉

 약품광고

 연수교육

 동료조언

 교과서

 문헌의 참조
 많은 시간, 노력 기억 소요



Publication to Implementation
Antman EM, Lau J, Kupelnick B, Mosteller F, and Chalmers TC.

JAMA, 268:240-8, 1992



논문 출판후 진료적용까지의 시간

 thrombolytic therapy : 13년

 태아 폐성숙 촉진을 위한 코티코스테로
이드 적용 : 10년



의사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CME

 진료지침

 전문저널



근거중심의학 ; 정의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current best evidence)

 공정하고, 명백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개개의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in making decision about care of 
individual patients)



EBM의 세가지 접근

 의사 스스로 근거중심의학의 방법론 습득

 검토된 근거 중심의 이차 문헌 생성

 근거중심의 체계적 분석과 진료지침



문헌평가 – EBM 방법론

 문헌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료의 수
집

 의학 문헌에 대한 평가 기술

 임상 의사결정 (clinical decision 
making)



의학 출판 현황

국제 의학 출판
연간 발행되는 도서량

의학학술지 : 20,000 종
신간의학도서 : 17,000 권

Medline 등재 학술지
학술자수 : 4000 종
참고문헌 : 600 만개

연간 등재 논문수 : 400,000 개

국내 의학 출판
학술지수 : 200 개

연간 발행 논문수 :15,000 개



문헌 검색의 고려조건

 be sensitive
 use multiple sources and try to find all the available literature

 minimise bias
 don’t limit your search by language, year, publication status 

 be efficient
 start where you expect highest yield, keep your search within 

reason

sensitivity efficiency



문헌평가의 유용성

타당도 × 관련성

작업량

유용성 =



The COSI model

Ideal

Inexact 

Slower
Possible results

Standard

More grey literature

Somewhat slower
Probable results

Core

Quicker
More precise
Best results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CENTRAL (The Cochrane Library – includes 
Specialized Registers)

 MEDLINE 

 EMBASE

 국내데이터베이스(KMBase, KOREAMED)

 and possibly…

 regional databases (AMI, LILACS)

 subject-specific databases (CINAHL, PsycInfo)

 search engines (Google, TRIP)

 references and citations of included studies (Web 
of Science)

 handsearching

 trials registers (clinicaltrials.gov)



Medline
Embase

Cochrane Trials Registry

Comparing Databases

Medline = Pubmed, Webspirs, OVID, …

30% 중복

Where to look for studies



CENTRAL in The Cochrane Library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reports of controlled trials 
(530,000 as of Issue 1, 2008)

 310,000 from MEDLINE

 50,000 from EMBASE

 170,000 from other sources
(databases, handsearching)



타당성 - 문헌 평가

 타당도 ; 연구 결과는 사실과 가까운가?

 체계적 오류(systematic bias)는 없는가?

치료 진단 고찰

RCT?

추적관찰?

방법론?맹검
비교?



근거의 수준 평가

수 준 내 용

4

3

2

1
여러가지의 잘 설계된 무작위 임상시험의 결과에대한

하나 이상의 체계적인 고찰에서 얻어진 강력한 근거

하나이상의 대상군이나 연구단위에서 시행된 잘 설계
된 비 실험적 연구에서 얻어진 근거

잘 설계된 무작위 할당이 없는 임상시험, 단일군의 사전
-사후 연구, 코호트 연구, 시계열 혹은 짝지은 환자 대조

군 연구에서 얻어진 근거

하나 이상의 적절하게 설계된 무작위 임상시험의 결과
에서 얻어진 강력한 근거

5
임상적 근거에 기초한 존경받는 권위자의 의견, 기술적

연구 혹은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



임상시험 설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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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 POEM

 Patient-Oriented (환자지향)

 Evidence (근거)

 That Matters (문제 )

: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 관계?  

맞다면 진료의 내용을 바꾸어야 함

→ 직접적 연관



관련성 : 근거의 유형

 POE (Patient Oriented Evidence)  : 환
자 지향 근거

: 사망률, 이환율, 삶의 질

 DOE (Disease Oriented Evidence) : 질
병 지향 근거

: 병리생리학, 약리학, 병인학



DOES 와 POEMs의 비교

예 질병지향 근거

(DOE)

환자지향 근거

(POEM)

설명

항부정맥 치료 항부정맥약X는
PVC를

줄임

항부정맥약X는
사망률을 증가시
킴

POEM 결과와
DOE의 결과 상
반적임.

항고혈압

치료

항고혈압제가 혈
압을 낮춤

항고혈압제가 사
망율 낮춤

POEM 결과와
DOE의 결과 일
치

전립선암

선별진단

PSA가 전립선암
을 초기에 발견
함

PSA가 전립선암
에 대한 사망률
을 줄이는지 높
이는지 알 수 없
음

DOE가 알려져
있다해도 중요한
POEM은 현재
알 수 없음



EBM 이차문헌
(Pre-Digested Evidence)

 ACP Journal Club

 Evidence-based Medicine

 기타





ACP Journal Club

NEJM, Ann Intern Med, JAMA, Arch Intern Med,

Circulation, Lancet, Am J Med, BM J, J Intern Med

Journals  No. 
No.of 

issue 

No. of 

Articles 

abstracted 

Issue per 

article 

Core  9 272 139  2 

Others  17 188  39  5 

The rest  21 199  0   
 

 



체계적 분석 (systematic review)



MI 환자에게 Beta blocker를 투여
하여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가?

 1981년도 문헌 검색



개별 임상시험 결론

The mortality and hospital readmission rat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groups. 

Repnolds and Whitlock

Until the results of further trials are reported long-term beta-adrenoceptor

blockade is recommended after uncomplicated anterior myocardial 
infarction.

Multicentre International Study

The trial was designed a 50% reduction in mortality and this was not
shown. The nonfatal reinfarction rate was similar in both groups.

Baber et al

We conclude that long-term treatment with timolol in patients surviving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duces mortality and the rate of reinfarction.

The Norwegian Multicentre Study Group



종설(Review) 결론

It seems perfectly reasonable to treat patients
who have survived an infarction with timolol.

European Heart Journal (1981)

We still have no clear evidence that beta-blockers 
improve long-term survival after infarction despite 
almost 20 years of clinical trials.

BMJ (1981)



서술형 고찰 (narrative review)

 문헌 수집과정이 주관적

 (49/50 가 수집과정 기술안됨 Murrow)

 체계적 문헌평가 과정 없음

 문헌의 숫자계산; 표본수, 효과크기, 연
구설계 등이 반영안됨

 저자의 주관적 판단 - 오류의 가능성



체계적 분석 (systematic review)

 체계적인 문헌 수집

 엄격한 문헌 평가 방법론

 대개 메타분석 시행

 종합 추정치 (pooled estimate)제시



year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0.5 0.8 1 2

메타분석 결과



Cochrane Systematic Reviews (1022; another 500 in preparation)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iveness (1895)

Registry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218,355)



Cochrane Library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DSR)

 The York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iveness (DARE)

 The Cochrane Controlled Trails 
Register (CCTR)

 The Cochrane Reviews Methodology 
Database (CRMD)



체계적 분석과
근거중심 진료 지침

 근거중심 지침(Evidence-based Guideline)

 명시적 지침(Explicit Guideline)

 공식적, 비공식적 합의



•EBM 에 대한 논란



환자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

취향
가치
권리

과학적 근거

환자의
상황



 임상경험이 무시된 진료:

evidence-tyrannized medicine 

과학적 연구결과가 무시된 진료

eminence-based, eloquence-based, 

confidence-based, providence-based 
……..medicine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 (가상적 사례)

치료법 A                      B   

생존년수 5 년 10 년
비용 1500 만원 7000 만원

추가 5년 생존을
위한 비용 5500 만원

추가비용에 따른
생존연장 연수 18.3 년 5 년



사회적 관점과 EBM 

가치
형평

과학적 근거 :효과

자원제약
효율



의료체계와 EBM 

 의료서비스의 과학성

의사개인의 노력, 체계적 지원 불비

 행위별 수가제, 의료보험 심사제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EBM 수행을 위한 방안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도 향상

연구정보의 보완 활용도 제고

 근거중심의학 지원 자원

EBM center, Cochrane network

 지침 개발 보급 활용, 유인책

 의학교육



우리나라의 임상연구

 양; 국내 의학 출판
학술지수 : 200 개
연간 발행 논문수 :15,000 개

 임상연구의 질

 무작위 임상시험?



의학교육

의학 전문가의 내적 동기와
E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