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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근거중심의학연구소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 소개

Cochrane Systematic review workshop
GRADE workshop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 소개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
의 근거 중심 의사 결정을 활성화시키고자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고찰
2. 과학적 근거의 통합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확산
3. 체계적 고찰에 의해 도출된 결과의 보급활동

주요 사업 내용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

1. 체계적 고찰 수행 및 방법론 연구
2. 체계적 고찰 및 근거중심의학(EBM) 방법론 교육(워크샵 등)

제 3 회 근거중심의학을 위한
코크란 리뷰 워크샵

3. 코크란 리뷰를 수행하는 국내 그룹에 대한 방법론적 지원
4.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제공
5. 한국 코크란 네트워크 운영
6. 근거중심의학 관련 국제 교류

등록 안내
●

등록비

http://www.cochrane.or.kr

8월 26일~28일
전체 Workshop
등록

http://www.cochrane.org

8월 26일~27일
Cochrane
Systematic Review
Workshop

Cochrane Systematic Review Workshops
GRADE Workshop

8월 28일
GRADE
Workshop

교수 / 전공의

30만원

25만원

15만원

일반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인원 : 선착순 150명

●

등록마감 : 2011. 8. 10.

●

신청 : 근거중심의학연구소 02-920-6346(김민석, 이석현)

●

Email : gin2011seoul@gmail.com

●

계좌번호 : 하나은행 576-910007-15905 근거중심의학연구소

일시

Cochrane 리뷰 워크샵 2011. 8. 26(금)~27(토) 09:00~17:00
GRADE 워크샵 2011. 8. 28(일) 09: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2011.8.26~27)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2011.8.28)

주최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Invitation
초청의 글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에서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 2011의 일환
으로 Cochrane Systematic Review와 GRADE
workshop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
안형식

코크란 연합 소개
코크란 연합(Cochran collaboration)은 보건 의료의 효과와 근거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관이다. 의료분야의 객관적이고 양질의
연구근거를 종합하는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하여 보건
의료분야에서 근거 중심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코크란 센터 및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코크란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근거중심 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ww.cochrane.org)

Schedule

Introduction

행사 내용

연자소개

August 26-27, 2011

Steve McDonald

(Cochrane Systematic Review Workshops)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Melbourne,
Australia

Getting statred with Cochrane systematic review
Writing a protocol for review
Group activity : defining your review question Assessing
therisk of bias
Group acticity : assessing risk of bias example Writing the
methods and completing your protocol
Introduction to Analysis
Summary, questions and evaluation
Summary statistics for dichotomous data(plus exercise)
Pooling data : an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Introduction to RevMan(plus data entry)
Heterogeneity
Writing the analysis section of your protocol
Summary of findings table

August 28, 2011
(GRADE Workshop)

GRADE 방법론 소개
GRADE(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는 근거의 질적 수준(Level of
evidence quality)을 평가하고, 권고의 정도(Strength of
recommendation)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을 개발
하는 방법이다. Grade working group은 2000년 결성되어 GRADE
방법론의 세계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WHO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등의 국제기구와 학술기구에서 GRADE 방법
론을 채택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진행하는 Holger Schünemann 박사는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의 교수로 GRADE working group을 이끌고 있다.

Overview of guideline development
The GRADE approach
● Introduction
● Assessing the quality of evidence
Group sessions
Grading quality of evidence
Moving from evidence to recommendations: theoretical
considerations
Making recommendations

Holger Schünemann
Department of Clinical Epidemiology &
Biostatistics McMaster University, Canada
GRADE Working group

Miranda Cumpston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Melbourne,
Australia

Hyeongsik Ah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Korea
Korean Branch of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Hyunjung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Korea
Korean Branch of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