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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06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15 간호본부 

이메일: kebn-bp@kebn.or.kr 또는 aeran7.kim@samsung.com

문서번호: EBN-2022-9
시행일자: 2022. 3. 30
수    신: 간호부서장 및 간호학(과)장
제    목: 2022년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상반기 연수과정(Webinar)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에서 다음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연수과정(Webinar)”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

이 개발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의 이에 관심 있는 간호사, 교수 및 대학원생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

다.

===   다      음   ===

1. 일자: 2022년 5월 20일(금), 5월 27일(금)
2. 방법: Webinar 실시간 화상 강의
3. 주제: 임상간호연구 수행전략
4. 주최: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5. 사전등록 안내
1) 기간: 2022년 4월 1일(금) ~ 2022년 5월 13일(금)
2)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ebn.or.kr)에서 로그인하여 교육신청
3) 등록비: (온라인 회원은 비회원에 해당함)
 - 프로그램 1 (5/20 금요일):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 프로그램 2 (5/27 금요일):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 프로그램 1 & 2 (5/20, 5/27 금요일): 회원 6만원, 비회원 8만원

4) 사전등록비입금: KEB하나은행 630-008273-053(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5) 사전등록확인: 신청과 입금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신청 전 마이페이지 개인 정보 화면에 가서 ZOOM 참석 URL & passcode 수신을 위해 반드시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입하기 바랍니다.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회장 김 경 숙

http://www.keb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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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상반기 연수과정 프로그램>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5월 27일(금)

2022년 상반기 연수과정: 임상간호연구 수행전략

일시 시간 프로그램 강사

2022.5.20
(금)

사회: 임은영 교육이사

14:10~14:15 (5) 개회사
김경숙 회장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14:15~15:15 (60)

실험연구 개관
1) parallel-RCT
2) non-RCT
3) Cluster RCT 송라윤 교수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15:15~15:25 (10) 휴식 

15:25~15:55 (30) 무작위배정(실습)

15:55~16:00 (5) 휴식   

16:00-17:10 (70)

표본크기 산정 (실습)
1) 우위성 검정
2) 동등성 검정
3) 비열등성 검정

이정복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통계학과)17:10-17:20 (10) 휴식

17:20-18:10 (50) 자료분석과 결과해석

18:00- 질의응답 및 폐회사

2022.5.27
(금)

사회: 서현주 교육이사

14:10-14:15 (5) 개회사
김경숙 회장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14:15-15:05 (50)

관찰연구 개관
1) 코호트 연구
2) 환자-대조군 연구
3) 단면조사연구

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5:05-15:15 (10) 휴식

15:15-16:05 (50)

표본크기 산정 (실습)
1) 코호트 연구
2) 환자-대조군 연구
3) 단면조사연구 

16:05-16:10 (5) 휴식

16:10-17:00 (50)
자료분석과 결과해석(1)

: 선형회귀분석 
강현철 교수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17:00-17:10 (10) 휴식

17:10-18:00 (50)
자료분석과 결과해석(2)

: 로지스틱회귀분석
18:00- 질의응답 및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