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메타분석 워크샵 과정 안내
(NMA Workshop Course Instruction)

1. 네트워크메타분석 소개
●  양군비교 메타분석(Pairwise meta-analysis)은 두 개의 중재를 비교하는데 비하여, 네트워크메타분석(Network meta-

analysis)은 이를 확장하여 다수의 중재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네트워크메타분석은 여러 중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료효과의 상대적인 효과를 추정하게 됨

●  A↔B의 직접 비교가 없는 경우, C를 공통비교군으로 한 A↔C와 B↔C 연구를 종합하여 A↔B간 간접비교(Indirect comparision)를 

수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

               

●  BMJ, JAMA 등 주요 저널에서 네트워크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출간이 증가하고 있음
● 네트워크메타분석 적합성은 연구들 간의 상호교환의 가정이 충족되는데 달려있으며 가정검정과 통계방법이 근래에 개발되었음
●  본 워크샵의 목적은 네크워크메타분석 논문을 출간하기 위함이며, 네트워크메타분석의 가정인 이질성과 일관성을 탐색하고 

주요통계기법의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짐

2. 학습목표
● 네트워크메타분석의 필요성과 양군비교메타분석의 주요이슈 이해
● 간접비교 및 네트워크메타분석의 기본가정 이해
● 네트워크메타분석을 사용하는 통계기법 이해와 적용
● 네트워크메타분석의 주요 가정과 불일치 검정 방법론
● 베이지안메타분석 소개
● 메타회귀분석 및 하위그룹분석을 시행 방법
● 네트워크메타분석 결과의 해석과 논문작성방법

3. 준비물
● 데이터분석 실습 시간이 있으며 STATA 통계 패키지를 사용함 
● STATA 통계 패키지는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험판을 제공하여 드릴예정이며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하여 오시기 바람

4.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2일(금) ~ 23일(토)
● 고려대학교 본교 인문사회계캠퍼스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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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프로그램

■ 1일차 (3월 22일, 금)

시간 강의 및 실습명 연자

09:00-09:10 과정소개 (Introduction) 안형식

09:10-09:50 양군비교 메타분석의 주요 이슈 (Issue in pairwise meta-analysis) 안형식

09:50-10:20 네트워크메타분석 소개 (Introduction to NMA) 김현정

10:20-10:40 휴식

10:40-11:10 네트워크메타분석의 접근 (Approach to NMA) 안형식

11:10-12:10 네트워크메타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과 기본 원칙 (Assumptions, ground rules in NMA) 김현정

12:10-13:10 점심

13:10-14:10 네트워크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질문 형성 (Research question for NMA) 김현정

14:10-15:20 일관성 검정 방법론 (Methods for consistency checking) 안형식

15:20-15:40 휴식

15:40-17:00 베이지안 네트워크메타분석 소개 (Introduction to Bayesian NMA) Yu-Kang Tu 

■ 2일차 (3월 23일, 토)

시간 강의 및 실습명 연자

09:00-10:20 네트워크메타분석 통계방법 (Statistical considerations in NMA) Yu-Kang Tu

10:20-11:00 네트워크메타분석 통계방법 (Further issues in statistical considerations) 김현정

11:00-11:30 휴식

11:30-12:10 네트워크메타분석 결과 보고 및 예시 (Reporting and critical appraisal of NMA) 안형식

12:10-12:40 네트워크메타분석 출간 논문평가 (Evaluation of NMA publication) 안형식

12:40-13:50 점심

13:50-15:40 STATA를 이용한 네트워크메타분석 실습 (Practical; NMA using STATA)
김현정/

안형식

15:40-16:00 휴식

16:00-17:00 네트워크메타분석 근거수준 및 GRADE 평가 (Level of confidence and GRADE in NMA) 김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