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회 - 7월 09일(금), 10일(토) 09:00~17:00

 2회 - 7월 23일(금), 24일(토) 09: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 강의실

논문출간	워크샵

근거중심의학연구소

Workshop on conducting research using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내       용

● 건강보험자료의 구조 및 연구용 데이터 구축방안         

● 논문작성을 위한 주제선정과 연구설계방법(예후연구, 치료효과연구)

● 건강보험데이터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 

● 실제자료를 이용한 분석과정 실습 (STATA등 통계소프트웨어 사용)

주요실적

●   실적: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상위 10% 주요저널에 30여편을 포함

            총 40여편의 논문을 출간하였음

●   논문완성과정운영:   워크샵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제에 맞는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작성하는 과정을 운영함

●   공동연구: 현재 각 임상 영역의 연구자와 공동연구 수행중에 있음.

※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석자들간 

좌석을 띄워서 착석 예정입니다.

연       자

● 안형식(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김현정(고려대학교 근거중심의학연구소)

● 강태욱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 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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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시간 제 1일(금요일) 제 2일(토요일)

09:00 
~

10:40

건강보험 자료구축

- 건강보험 자료의 구조와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자료에 적합한 연구 주제설정방안

교란변수와 대조군설정

- 교란변수의 처리와 건강검진자료의 활용

- 대조군설정과 매칭방법 

11:00 
~ 

12:30 

연구설계와 예후연구수행

- 연구설계시 고려사항과 주요변수설정 

- 예후연구에 대한 접근 및 자료분석실례

치료효과연구수행

- 치료효과연구의 접근 및 연구설계

- 치료효과 연구논문의 분석

13:30 
~

15:20

연구집단 설정과 진단코드의 검정

- 연구집단 설정시 주요고려사항

- 건강보험자료를 통한 진단코드의 검정 실례

자료분석 및 통계방법

- 자료분석을 위한 주요 통계처리방법 

   (동반질환 측정도구, Propensity Score 등)

- 세부군 분석 및 사망자료의 분석

15:40
` 

17:00

자료분석실습 1

- 연구수행을 위한 건강보험자료구축

- 연구집단정의와 주요변수설정

자료분석실습 2

- 교란변수 처리 및 결과측정방법

- 건강검진자료의 분석



Workshop on conducting research using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210호    

Tel		02-2286-1346         Fax   02-927-7220       	E-mail  korea.cochrane@gmail.com

등       록

구 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 반

등록비 300,000원 400,000원

※    사전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http://reg.cochrane.or.kr), 1,2회중 선택하여 신청

※ 등록비 입금계좌 : 근거중심의학연구소(하나은행, 576-910007-15905)

※ 의사평점 6평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