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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초록) 

 

 

1. 서론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출판된 논문 다수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찰연구 

결과 보고지침(Th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은 역학연구 중에서도 관찰연구의 보고를 

강화하고자 만들어 졌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 대부분 p 값을 제시하지만 

p 값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많은 지적이 있다. p 값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효과 크기나 신뢰구간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2010~2018년에 출판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 

석, 박사학위논문 중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STROBE 보고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초록에 연구 결과를 효과 크기나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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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전공 석, 박사 학위논문 중 

역학연구를 대상으로 STROBE 보고지침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에서 50% 

이하로 보고된 항목은 연구 제목 및 초록에 연구 설계 제시(47.4%), 연구 

설계(36%), 교란변수 정의(13.1%), 바이어스(11.4%), 표본수 산출(50%), 

통계 분석 방법 중 교란요인 보정(13.2%), 민감도 분석(6.1%), 결과에 

비참여 이유(26.3%), 절대 위험으로 변환(5.3%), 연구비 재원(5.3%) 

등이다. 

초록에서 연구의 유의성을 제시할 때 약 50%의 논문이 효과 크기나 p 

값 등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성적 진술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결론 

특히 바이어스와 교란 부분에서 보고 수준이 취약한데, 역학연구에 

있어서 바이어스와 교란을 다루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고지침에 

따라 연구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정량적 보고가 없을 경우에, 정성적 보고만으로는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고 잘못 이해되기 쉬우므로 기본적으로 정량적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야 한다. 

 

주요어 : 관찰연구, STROBE, 통계적 유의성, p 값, 교란, 바이어스 

학  번 : 2017-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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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관찰 연구는 

가장 빈번하게 발표된 연구이다. 윤리적 또는 실제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 

무작위 대조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찰 연구 설계가 가장 먼저 

선택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과학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고, 상세하고 투명한 보고를 

통해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계획된 것과 수행된 

것, 발견된 것, 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이끌어낼 수 있다(Von Elm et 

al., 2007). 연구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Vandenbroucke 

et al., 2007). 연구의 기획과 수행과정이 과학적이고 계획된 절차로 

진행되었더라도, 연구에 대한 보고가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논문을 통한 정보의 질과 적용가능성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연구보고상의 정보는 후속연구와 

실천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 연구의 가치는 

상실된다(유승현, 2012). 출판된 다수의 논문에서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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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연구의 보고지침 

연구의 투명한 보고와 올바른 수행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수십년 간의 교육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에 대한 보고의 질이 낮아, 1990년대 중반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설계, 수행, 분석, 해석 등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1996년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CONSORT)를 개발하였다. 무작위 대조 연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 이후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논문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증가하였다.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게 되었고 관찰 연구에서도 연구에서 얻은 증거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보고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관찰연구의 수행과 결과보고에 관하여 역학자, 통계학자, 연구방법론자, 

학술지 편집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체크리스트가 

역학연구 중 관찰연구 보고지침(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으로, 

코호트연구(cohort studies),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ies),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ies) 등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ies)의 

결과 보고를 강화하기 위한 보고지침이다. STROBE 보고지침은 논문의 

제목, 초록, 서론, 방법, 결과 및 논의 섹션과 관련된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Von Elm et al., 2007).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방법론별 

표준보고지침이 소개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무작위할당 실험-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의 보고지침인 CONso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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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Of Reporting Trials[CONSORT]가 가장 대표적이고, 

무작위할당이 적용되지 않은 비동등성 대조군 설계(nonrandomized design) 

연구의 보고지침인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TREND]이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연구와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의 보고지침인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PRISMA] 

등 여러 분야의 보고지침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S. Kim et al., 2014). 

STROBE 보고지침은 현재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도 곧 번역본이 

소개될 예정이다. STROBE 보고지침이 소개된 이후로 국내외 여러 

저널에서는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보고지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120여개의 의학, 역학 저널에서 STROBE 보고지침을 채택하고 

승인하였고(“STROBE statement”, n.d.), STROBE 보고지침은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되는 guideline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LANCET, BMJ가 

대표적이다.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발행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 중 

하나로, 학위논문 역시 국제표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VAHID, BADIEE, 

NAMDARI, & MAHDIAN, 2012). 따라서, 점차 범위를 확장하여 

학위논문의 보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출판되는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논문 제출 시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자가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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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BE 보고지침을 이용하여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 국외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출판된 논문에 따르면 2013년에 

출판된 136 건의 연구 중에서 94 건은 STROBE 가이드라인에서 포함 

기준을 충족시켰고, 평균 STROBE 점수는 12.4점이었다. 제목이나 초록에 

연구 설계가 보고되는 수준은 30% 였다. 또한 대상자 모집은 24% 보고, 

바이어스와 참여자는 20% 보고, 한계점은 40%로 보고하였다(Agha, Lee, 

Jeong, Fowler, & Orgill, 2016).  

Indian Journal of Community Medicine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총 80개의 논문에서 STROBE 보고지침 

내용 중 통계분석, 결과-대상자, 기술 분석, 주요 결과를 약 46% 정도로  

보고하였고, 바이어스, 각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탈락 이유, 기타 분석의 

내용은 25% 미만으로 보고하였다. 어떤 논문도 STROBE 보고지침의 모든 

항목을 보고한 논문은 없었다(Jeelani et al., 2014). 

The Journal of Hand Surgery에 출판된 논문에서 2005년 3~8월에 

발행된 논문과 2011년 6~11월에 발행된 논문을 비교한 결과, 2005년에 

발행된 38%의 논문에서, 2011에 발행된 58%에서 STROBE 보고지침을 

준수하였다. 2005년과 2011년에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 결과 제목이나 

초록에 연구 설계 제시(10%/20%), 연구환경설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10%/23%), 누락된 데이터 처리(0%/6%), 바이어스(5%/11%), 통계 

분석(0%/17%)의 항목에서 25% 이하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2005년에 출판된 논문보다 2011년에 출판된 논문에서 STROBE 

보고지침을 86%(44/51)이상 다루었고, 10개의 평가항목에서 보고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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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보고한 비율이 40% 이상 상승하였다(Sorensen, Wojahn, 

Manske, & Calfee, 2013). 

국내 저널을 살펴보면, 조선대학교 치의학연구원에서 출판된 

구강보건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게재된 논문을 평가한 결과, 1970년대부터 

2016년 7월까지 출판된 논문에서 STROBE 보고지침 항목 중‘포함’이 

20~49%인 경우는 자료 출처와 분석법(항목 8), 표본크기(항목 10), 

정량적 변수(항목 11), 기술분석자료(항목 14), 결론-일반화 가능성이나 

제언(항목 21)등 5개 항목이었다. 포함’이 20%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출처 및 방법(항목 6a), 바이어스(항목 9), 통계분석방법-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계획(항목 12), 대상자수-체계적인 구분(항목 

13a)과 흐름도 표시(항목 13c), 최종 결과(항목 16a), 연속변수-

범주화(항목 16b), 연구비 재원(항목22)등으로 8개 항목이었다(D.-k. Kim, 

Goo, & Kim, 2016). 

여성간호학회지에서 2011년 1월에서 2013년 6월 사이에 출판된 

논문에서 STROBE 보고지침 항목 중 포함’이 20~49%인 경우는 

바이어스(항목 9),  결과 중에서 대상자수와 관련된 부분(항목 13a, 13b), 

제한점(항목 19), 연구비 재원(항목 22)으로 총 5개 항목이었고, 포함’이 

20%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수-흐름도 표시(항목 13c)가 있었다(S. Kim et 

al., 2014). 

STROBE 보고지침을 이용하여 평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고가 낮은 STROBE 항목은 제목이나 초록에 연구 설계 제시하지 않거나 

바이어스, 통계분석방법, 연구비 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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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유의성 

p 값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값으로 거의 

모든 방면의 연구 논문에서 통계적 증거의 척도로 제시된다. 그러나 p 값에 

대한 많은 논쟁과 p 값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다. p 값은 공식적인 통계적 추론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p 값 가치의 추론적 의미는 광범위하고 종종 잘못 

해석되었는데, 이 사실은 적어도 1940년대 이후로 수많은 논문과 서적에서 

지적되어왔다(Goodman, 2008; Wellek, 2017). 통계적 유의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의 통계학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ASA)에서 지침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p 값이 잘못 해석되고,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과 잘못 사용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통계적 

접근법으로는 발견이 거짓이라는 확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찰된 

데이터와 거짓 발견 접근법을 기반으로 사후 확률 계산에 중점을 두는 

베이지안 방법이 있다(Chavalarias, Wallach, Li, & Ioannidis, 2016). 

p 값만으로는 연구의 결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효과 크기나 신뢰구간을 보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Ioannidis, 2018).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면 p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 내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다(Nakagawa & Cuthill, 2007).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에 출판된 논문을 살펴보면 저자가 1000개의 초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p 값은 15.7%, 신뢰구간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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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요인는 0%, 효과 크기는 13.9%, p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12.4%만 제시되었다.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정성적 

진술(qualitative statements)은 18.1%가 보고되었고, 그 중에서 1.8%만이 

적어도 1개의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보고했다. 연구의 결과가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 값을 단독으로 보고하기 보다는 효과 

크기와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포함해야 한다(Chavalarias et al., 2016).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 상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 규모가 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제시된 p 값의 기준을 0.00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초록, 전체 텍스트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p 값을 보고하는 논문의 대부분(96%)이 0.05 이하의 일부 값을 

포함하는데(Chavalarias et al., 2016), 논문에서 강조하는 많은 주장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Ioannidis, 2005). p 값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1종 

오류(위양성)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Figure 1], 특히 다중 비교, p-

해킹, 출판 바이어스(publication bias), 통계적 검정력이 낮은 연구에서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Benjamin et al., 2018; Ioannidis, 2018). 

유전체학이나 물리학 등에서는 이미 더 엄격한 기준으로 p 값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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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the P value threshold, power, and the false positive rate 

(Benjamin et al., 2018) 

 

p 값은 단일 가설 검정으로 계산된 값이 귀무가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체학과 

같은 분야에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다중 비교 

문제가 발생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정의하는 것이 복잡하다. 다중 비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의수준(α)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Bonferroni Correction, Sidak Correction, Holm’s Step-

Down Procedure, Tukey’s Procedure, Dunnet’s Correction 등이 있다. 그 

중 많이 사용하는 본페로니 수정(Bonferroni Correction)은 전체 검정의 

1종 오류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α를 시험 횟수로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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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법은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있다(Zheng, 2018). q 값(q-

value)은 다중 비교 문제에서 1종 오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False 

Discovery Rate(FDR)에 맞게 조정된 p 값이다. 특히 유전체학과 같은 

분야에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q 값을 사용해야 

한다(Statistics How To, 2018). 유전체학과 같은 학문에서는 p 값에 대해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2. 연구 목적 

 

관찰연구 보고지침이 개발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를 보고함으로써 

연구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의 기본이 되는 

학위논문의 질 평가를 해보고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전공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해보았다. 이를 통해 보건대학원 학위논문의 보고 현황을 

살펴보고, 보건대학원에서 출판되는 학위논문의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출판된 논문을 STROBE 

보고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논문의 결과로 제시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의 질과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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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STROBE 보고지침이 처음 출판된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논문의 

저자가 STROBE 보고지침에 대해 알고 적용하기 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다.  

서울대 연구업적물 조회시스템인 S-space를 이용하여 자료를 

추출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 전기까지 출판된 보건학과 논문이 

박사는 96편, 석사는 361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보건학과 내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논문은 제외하였고, 모형연구, 메타분석 연구, 지표 

개발 등 연구설계 면에서 해당되지 않는 논문과 기술연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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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방법 

 

1) 역학에서 관찰연구의  결과보고 강화지침(STROBE) 

STROBE는 연구의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논문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인데, 관찰연구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연구 설계나 

연구 수행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보고의 명확성은 평가의 전제조건이지만,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관찰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평가할 지침은 STROBE 보고지침으로, 연구 

240편 제외 

- 보건정책관리학: 박사 33, 

석사 181편 

- 환경보건학과: 박사 26편 

S-space를 통해 추출한 457편 

(박사 96편, 석사 361편) 

최종 분석할 논문 135편 

(박사 20편, 석사 115편) 

82편 제외 

- 연구방법, 내용: 박사 17,  

석사 63편 

- 검색 불가능: 2편 

대상이 되는 논문 217편 

(박사 36편, 석사 180) 

Figure 2.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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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초록, 서론, 방법, 결과, 논의, 기타 정보영역까지 총 6가지 영역에 

따라 2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는 세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는 문항을 문항을 나누어서 총 평가항목은 4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 설계에 따라 평가항목에 차이가 

있다[Table 1]. 유전체 역학 분야의 논문은 STROBE의 확장판인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Genetic Association Studies (STREGA): 

an extension of the STROBE statement로 평가하였다[Appendix 1](Little 

et al., 2009). STREGA 내용 중 일부 유전학적 지식이 필요한 항목은 

유전체역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생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행하였다. 

각 논문은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explanation and elaboration 전문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됨’, ‘보고되지 않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1) 제목과 초록 

• 항목 1(a): 제목이나 초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구의 디자인을 명시해야 한다. 

• 항목 1(b): 초록에서 수행된 것과 발견된 것에 대한 정보와 균형 잡힌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서론 

• 항목 2. 배경/필요성: 과학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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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3. 목표: 미리 정해진 가설을 포함하여 연구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3) 방법 

• 항목 4. 연구 설계: 연구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논문 초반에 제시해야 

한다. 

• 항목 5. 환경: 연구대상 모집, 노출, 추적방법과 데이터 수집 기간을 

포함하여 지역, 장소, 날짜를 기술해야 한다. 

: 연구환경설정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3개로 나누었다. 

모집환경/장소/연구대상 모집, 노출, 추적방법과 데이터 수집 기간을 

포함한 날짜로 나누었다. 

• 항목 6(a). 대상자(또는 참여자)  

- 코호트 연구: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출처, 선정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추적 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 환자-대조군 연구: 자격기준, 환자군과 대조군 선택 출처와 선정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 단면 연구: 자격기준과 참여자 선정 출처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항목 6(b)  

- 코호트 연구: 짝짓기 연구의 경우, 짝짓기 기준과 노출대상자와 비노출 

대상자 수를 제공해야 한다. 

- 환자-대조군 연구: 짝짓기 연구의 경우, 짝짓기 기준과 환자당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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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제공해야 한다. 

• 항목 7. 변수: 모든 결과, 노출, 예측 변수, 잠재적 교란 변수 및 

효과변경인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진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변수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3개로 나누었다. 결과, 노출, 설명 

변수/교란변수/효과변경인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지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 항목 8. 데이터 출처/측정: 각 관심 변수에 대해 데이터 소스와 평가 

방법(측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그룹이 있는 

경우 평가 방법의 비교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 항목 9. 바이어스: 각 관심 변수에 대해 데이터 소스와 평가 

방법(측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그룹이 있는 

경우 평가 방법의 비교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 항목 10. 표본수 산출: 표본수 산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항목 11. 정량적 변수: 분석에서 정량적 변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어떤 그룹이 선정 되었는지와 선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항목 12. 통계분석방법  

(a) 교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통계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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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하위그룹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c) 누락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d) 코호트 연구: 해당되는 경우, 추적과정에서의 손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 환자-대조군 연구: 환자군과 대조군이 짝을 이룬 경우 설명해야 한다. 

- 단면연구: 해당되는 경우, 실험대상을 선택한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e) 민감도 분석을 했다면 관련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통계분석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7개로 나누었다. 통계 분석방법 

설명/교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하위그릅 분석/상호작용 

분석/누락된 데이터 처리방법/연구방법에 따른 추가설명/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분석한다. 

 

(4) 결과 

• 항목 13. 대상자  

(a) 연구의 각 단계에서 개인의 수(예를 들어, 잠재적 적격자 수, 적격성 

검사자, 검증된 자격자, 연구에 포함된, 추적 완료하고 분석되는 자)를 

보고해야 한다.  

(b) 각 단계에서 비참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c) 흐름도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항목 14. 기술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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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 대상자의 특성(예: 인구 통계학적, 임상적, 사회적), 노출과 

잠재적 교란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관심 변수별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대상자 수를 명시해야 한다.  

(c) 코호트 연구: 추적기간(예: 평균 및 총량)을 요약해야 한다 

: 기술 데이터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4개로 나누었다. 인구학적 

특성/노출과 잠재적 교란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명시/코호트 연구일 경우 추적기간 요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항목 15. 결과 데이터  

- 코호트 연구: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의 집합 또는 요약 측정치를 

보고해야 한다. 

- 환자-대조군 연구: 각 노출 범주 또는 노출 요약에 대한 수치를 

보고해야 한다. 

- 단면 연구: 결과의 집합 또는 요약 측정의 수를 보고해야 한다. 

• 항목 16. 주요 결과 

(a) 보정되지 않은 추정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란 요인 보정된 추정치와 

정확도(예: 95% 신뢰 구간)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교란 요소가 

보정되었는지, 왜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b) 연속 변수를 범주화할 때 범주 경계를 보고해야 한다. 

(c) 관련 있는 경우,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상대위험 추정치를 

절대위험으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 결과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5개로 나누었다. 조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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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조정된 추정치/정확도 제시/연속변수 범주 경계/절대위험 

제시하였는지 나누어 분석하였다. 

• 항목 17. 기타 분석: 수행한 다른 분석(예: 하위그룹과 상호작용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보고해야 한다. 

: 기타 분석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3개로 나누었다. 

하위그룹/상호작용/민감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에 

subgroup 분석이 포함되지만 민감도 분석을 언급하지 않고 분석한 

논문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 항목 18. 주요 결과: 연구 목표를 참조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해야 한다. 

• 항목 19. 한계점: 잠재적인 바이어스나 부정확성의 원인을 고려하여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해야 한다. 잠재적 바이어스의 방향과 규모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 

: 한계 부분에서는 평가항목을 2개로 나누었다. 한계점 논의/잠재적 

바이어스나 부정확성 고려하여 논의하였는지 나누어 분석하였다. 

• 항목 20. 해석: 목표, 한계, 분석의 다양성, 유사한 연구의 결과와 기타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항목 21. 일반화 가능성: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외부 유효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5)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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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22. 연구비 재원: 연구비 재원의 출처와 현재 연구를 위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문서의 기초가 되는 원래 연구를 위한 연구비 재원 

제공자의 역할을 알려야 한다. 

 

상기 내용을 항목과 번호로 정리한 것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Items of STROBE Statements 

Item No Recommendation  

Title and abstract 1a  Indicate the study’s design with a commonly used 

term in the title or the abstract 

 1b  Provide in the abstract an informative and balanced 

summary of what was done and what was found 

Introduction 

Background/rationale 2  Explain the scientific background and rationale for 

the investigation being reported 

Objectives 3  State specific objectives, including any 

prespecified hypotheses 

Methods  

Study design 4  Present key elements of study design early in the 

paper  

Setting 5-1 Describe setting[recruitment sites or sources(eg, 

electoral roll, cancer registry)] 

5-2 Describe locations 

5-3 Describe the relevant dates, including periods of 

recruitment, exposure, follow-up, and data 

collection 

Participants 

 

6a  Cohort study—Give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sources and methods of selection of participants. 

Describe methods of follow-up 

Case-control study—Give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sources and methods of case 

ascertainment and control selection. Give the 

rationale for the choice of cases and controls 

Cross-sectional study—Give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sources and methods of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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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rticipants 

6b  (b) Cohort study—For matched studies, give 

matching criteria and number of exposed and 

unexposed 

Case-control study—For matched studies, give 

matching criteria and the number of controls per 

case 

Variables 7 -1 Clearly define all outcomes, exposures, predictors 

(Give diagnostic criteria, if applicable) 

7 -2 Clearly define all potential confounders  

7 -3 Clearly define all effect modifiers  

Data sources/ 

measurement 

8 For each variable of interest, give sources of data 

and details of methods of assessment 

(measurement). Describe comparability of 

assessment methods if there is more than one 

group 

Bias 9  Describe any efforts to address potential sources 

of bias  

Study size 10  Explain how the study size was arrived at  

Quantitative variables 11  Explain how quantitative variables were handled in 

the analyses. If applicable, describe which 

groupings were chosen and why 

Statistical methods 12a-1 Describe all statistical methods  

12a-2  Describe all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those 

used to control for confounding. 

12b-1  Describe any methods used to examine subgroups  

12b-2 Describe any methods used to examine interaction  

12c  Explain how missing data were addressed  

12d  Cohort study—If applicable, explain how loss to 

follow-up was addressed 

Case-control study—If applicable, explain how 

matching of cases and controls was addressed 

Cross-sectional study—If applicable, describe 

analytical methods taking account of sampling 

strategy 

12e  Describe any sensitivity analyses  

Results 

Participants 13a  Report numbers of individuals at each stage of 

study—eg numbers potentially eligible, examined 

for eligibility, confirmed eligible,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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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mpleting follow-up, and analysed 

13b  Give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at each stage  

13c  Consider use of a flow diagram  

Descriptive data 14a-1 Giv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eg 

demographic, clinical, social) and information on 

exposures  

14a-2 Giv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eg 

demographic, clinical, social) and information on 

potential confounders 

14b  Indicate number of participants with missing data 

for each variable of interest 

14c  Cohort study—Summarise follow-up time (eg, 

average and total amount) 

Outcome data 

 

15  Cohort study—Report numbers of outcome events 

or summary measures over time 

Case-control study—Report numbers in each 

exposure category, or summary measures of 

exposure 

Cross-sectional study—Report numbers of 

outcome events or summary measures 

Main results 16a-1  Give unadjusted estimates  

16a-2  Give confounder-adjusted estimates. Make clear 

which confounders were adjusted for and why they 

were included 

16a-3  Give estimates precision/confidence interval  

16b  Report category boundaries when continuous 

variables were categorized  

16c  If relevant, consider translating estimates of 

relative risk into absolute risk for a meaningful 

time period 

Other analyse 17-1  Report other analyses done - e.g., subgroups 

analysis 

17-2 Report other analyses done – interactions 

17-3 Report other analyses done - sensitivity analyses 

Discussion 

Key results 18  Summarize key results with reference to study 

objectives  

Limitations 19-1 Discuss limitations of the study  

19-2 Discuss taking into account sources of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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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or imprecision 

Interpretation 20 Give a cautious overall interpretation of results 

considering objectives, limitations, multiplicity of 

analyses, results from similar studies, and other 

relevant evidence 

Generalisability 21  Discuss the generalisability (external validity) of 

the study results 

Other information  

Funding 22  Give the source of funding and the role of the 

funders for the present study and, if applicable, for 

the original study on which the present article is 

based 

 

 

2) 통계적 유의성 

초록에서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아래 내용으로 세부 분류에 따라 평가하였다. 기준은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Chavalarias et al., 2016). 

- p 값이 어느 수준에서 제시되었는지(p>0.05, p≤0.05) 

- effect factor의 항목은 무엇인지, effect size가 제시되었는지 

-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는지(CI, 95% CI 구분) 

 

 

3. 통계 분석 

 

1) 평가한 논문에서 STROBE 각 항목별로 내용을 얼마나 다루었는지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냈다. 유전체학 논문은 STREG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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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확장된 항목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하였다. 연구 설계별로 분류하고, 

낮게 보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분석은 초록에 제공된 정보를 분류하여 비율로 

나타냈고, 효과 크기를 제시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2) 평가 일치도 확인 

 논문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들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Inter-rater Reliability를 측정하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방법은 퍼센트 일치도와 Cohen의 카파통계량이다(Park & Kim, 2015). 

 

(1) 논문의 평가는 2인이 시행하여 평가의 일치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논문의 저자이자 제 1 평가자와 제 2 평가자는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이며, 제 2 평가자는 석사학위 과정을 3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STROBE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자를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2) 먼저 두 평가자 사전에 평가한 논문을 서로 체크해보고 특정 항목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두 명의 평가자 

‘포함’, ‘불포함’, ‘해당 없음’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파 검정을 시행하였다(Landis & Koch, 1977). 

카파통계량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중 Landis와 

Koch가 제안한 분류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카파값을 6단계로 

나누어 일치 수준을 평가하였다. 카파값에 따라 ≤0 부족한 (poor), 

0.0-0.20 약간(slight), 0.21-0.40 조금 큰(fair), 0.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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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moderate), 0.61-0.80 상당한(substantial), 0.81-1.0 거의 

완벽한 (almost perfect) 일치를 의미한다. 

(3) 전체적으로 일치도 자체가 높으면 카파값이 낮게 나오는 “kappa 

paradox”(Feinstein & Cicchetti, 1990) 때문에 Gwet’s AC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Gwet’s AC는 Cohen’s Kappa 보다 안정적인 inter-rater 

신뢰성 계수를 제공하므로 Cohen’s Kappa와 함께 추가로 

제시하였다(Wongpakaran, Wongpakaran, & Gwet, 2013). 

 

3) 최종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여 불일치한 부분은 역학 전공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version 15.0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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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2010년 이후부터 2018년에 출판된 보건학과 논문이 박사는 96편, 

석사는 361편으로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보건학과 내 보건정책관리학 

전공과 환경보건학과 논문 총 240편 제외, 실험연구나 모형연구, 메타분석 

연구 등 연구설계 면에서 관찰연구가 아닌 논문과 기술연구 등 총 82편 

제외하여 최종 135편의 논문이 평가 대상이 되었다. 

 

1. STROBE 보고지침을 이용한 평가 

 

1) 출판된 논문 현황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에서 출판된 관찰논문의 현황을 연구 

설계별로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관찰논문의 출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매년 단면연구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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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Trend of Published Theses(observational study) 

*: Only theses submitted in 2017’ fall-winter semester were included. 

 

 

2) STROBE 보고지침으로 평가한 학위논문의 보고 수준 

STROBE 보고지침을 이용하여 출판된 학위논문을 평가한 결과[Table 2], 

제목과 초록에서 항목 1a는 41.5%, 항목 1b는 48.9%, 배경/필요성(항목 

2)은 97.8%, 연구 목적(항목 3)은 96.2% 보고되었다.  

방법에서는 연구 설계(항목 4)는 34.8%, 연구환경설정(항목 5) 중 

모집환경(항목 5-1)은 99.2%, 장소(항목 5-2) 97%, 대상자 모집과 

관련된 기간(항목 5-3)은 90.4%로 보고되었다. 대상자(항목 6) 중 연구 

설계에 따른 대상자 모집 기준(6a)는 97%,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짝짓기 여부(6b)는 11.9%로 보고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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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분류되는 것이 85.9% 이므로 고려가 필요하다. 

변수(항목 7)과 관련해서는 노출, 결과, 설명변수 정의(항목 7-1)는 

90.4%, 교란변수 정의(항목 7-2)는 11.1%, 효과변경인자 정의(항목 7-

3)는 3.7% 보고되었다. 결과에 제시하였으나 방법에서 설명하지 않은 

논문은 3%, 그 외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93.3%로 확인되었다. 데이터 

출처/측정(항목 8)은 98.5%, 바이어스(항목 9)은 14%, 표본수 산출(항목 

10)은 56.3%, 정량적 변수(항목 11)는 70.2%로 보고되었다. 

통계분석방법(항목 12)에서 전체 통계분석방법 기술 여부(항목 12a-1)와 

교란변수를 고려한 통계분석 방법을 기술 여부(항목 12a-2)를 구분해서 

평가하였는데, 항목 12a-1은 98.5% 보고하였고, 항목 12a-2는 27.5% 

정도의 보고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하위그룹/상호작용 분석(항목 12b)는 

3.7% 보고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가설에 하위그룹/상호작용 분석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결과 해석 시 고려가 필요하다. 누락된 

데이터 처리(12c), 연구 설계 별 분석 전략(12d), 민감도 분석(12e)는 

각각 3%, 87.4%, 5.9%로 보고되었다.  

결과 부분에서 대상자(항목 13)는 연구의 각 단계에서 개인의 수(항목 

13a)는 87.4%, 각 단계에서 비참여 이유 설명(항목13b)하는지는 28.2%, 

흐름도(항목 13c)는 16.3%로 보고되었다. 기술데이터 분석(항목 14) 중 

대상자 특성과 노출 정보(항목 14a-1)는 88.9%, 잠재적 교란 요인 

포함(항목 14a-2)는 74%, 각 변수 별 누락된 자료(항목 14b)는 5.2%, 

코호트 연구에서 연구 기간동안 요약 결과를 제시한 것은 15.5%로 

보고되었다. 연구 설계에 따라 해당 없음이 78%로 확인되어 참고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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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결과 데이터(항목 15)는 91.1%로 보고, 주요 결과(항목 16) 

중에서 보정되지 않은 추정치(항목 16a-1)는 40.3%, 보정된 추정치(항목 

16a-2)는 79.3%, 정확도/신뢰구간 제공(항목 16a-3)은 83.7%, 

연속변수 범주화 시 경계보고(항목 16b)는 77%, 절대위험도 제공(항목 

16c)는 5.2%로 확인되었다. 기타 분석(항목 17)은 하위그룹 분석(항목 

17-1)은 23.7%, 상호작용 분석(항목 17-2)는 5.2%, 민감도 분석(항목 

17-3)은 8.9%로 보고되었다. 

논의 부분에서 주요 결과(항목 18)는 98.5% 보고, 한계점(항목 19) 중 

한계점(항목 19-1)만 보고하는지, 잠재적 교란요인 또는 부정확한 

부분(항목 19-2)을 고려하여 보고하는지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각 93.9%, 

65.2%로 보고되었다. 해석(항목 20)은 93.3%로 보고되었고, 일반화 

가능성(항목 21)은 57%로 보고되었다.  

그 외 기타 정보에서 연구비 재원(항목 22)은 4.4% 밖에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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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of Items in the STROBE Statements which were 

addressed in theses 

Item No. Reported Not reported Not applicable 

(N = 135)  N(%) 

Title and abstract 1a 56(41.5) 79(58.5) - 

 1b 66(48.9) 69(51.2) - 

Background/ 

rationale 
2  132(97.8) 3(2.2) - 

Objectives 3  130(96.2) 5(3.8) - 

Study design 4  47(34.8) 88(65.2) - 

Setting 5-1 134(99.2) 1(0.8) - 

 5-2 131(97.0) 4(3.0) - 

 5-3 122(90.4) 13(9.6) - 

Participants 6a  131(97.0) 4(3.0) - 

 6b  16(11.9) 3(2.2) 116(85.9) 

Variables  7 -1 122(90.4) 13(9.6) - 

 7 -2 15(11.1) 117(86.7) 3(2.2) 

 7 -3 5(3.7) - 130(96.3) 

Data sources/ 

 measurement 
8 133(98.5) 2(1.5) - 

Bias 9  19(14.0) 116(86.0) - 

Study size 10  76(56.3) 58(43.0) 1(0.7) 

Quantitative  

variables 
11  94(70.2) 33(24.6) 7(5.2) 

Statistical  

methods 
12a-1 133(98.5)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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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a-2  26(19.3) 106(78.5) 3(2.2) 

 12b-1  37(27.5) - 98(72.5) 

 12b-2 5(3.7) - 130(96.3) 

 12c  4(3.0) 43(31.8) 88(65.2) 

 12d  118(87.4) 17(2.6) - 

 12e  8(5.9) 127(94.8) - 

Participants 13a  118(87.4) 16(11.9) - 

 13b  38(28.2) 92(68.1) 5(3.7) 

 13c  22(16.3) 111(82.2) 2(1.5) 

Descriptive data 14a-1 120(88.9) 9(6.7) 6(4.4) 

 14a-2 100(74.0) 16(11.9) 19(14.1) 

 14b  7(5.2) 56(41.5) 72(53.3) 

 14c  21(15.5) 8(6.0) 106(78.5) 

Outcome data 

 

15  123(91.1) 12(8.9) - 

Main results 16a-1  54(40.3) 81(59.7) - 

 16a-2  107(79.3) 26(19.2) 2(1.5) 

 16a-3  113(83.7) 17(12.6) 5(3.7) 

 16b  104(77.0) 8(6.0) 23(17.0) 

 16c  7(5.2) 94(70.2) 33(24.6) 

Other analyse 17-1  32(23.7) - 103(76.3) 

 17-2 7(5.2) - 126(94.8) 

 17-3 12(8.9) 94(70.2) 33(24.6) 

Key results 18  133(98.5) 2(1.5) - 

Limitations 19-1 126(93.3)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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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88(65.2) 47(34.8) - 

Interpretation 20 126(93.3) 9(6.7) - 

Generalisability 21  77(57.0) 58(43.0) - 

Funding 22  6(4.4) 129(95.6) - 

 

 

 

STROBE 보고지침 46개의 항목(재구성한 항목)에 대하여 보고 수준에 

따라 4분위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배경/필요성(항목 2), 연구목적(항목 3), 

연구환경설정(항목 5), 데이터 출처/측정(항목 8), 통계 분석 방법 중 항목 

12-1, 12-4, 결과에서 대상자 중 항목 13a, 기술적 데이터 중 항목 14a, 

결과 데이터(항목 15), 주요 결과 데이터(항목 16) 중 보정된 추정치(항목 

16a-2, 3), 항목 16b, 결과에 주요 결과(항목 18), 한계점(항목 19-1)이 

76% 이상 보고되었다. 51~75% 이상 보고된 항목은 대상자 수(항목 10), 

정량적 변수(항목 11), 기술적 데이터(항목 14) 중 잠재적 교란요인 

정보(항목 14a-2), 한계점 중 항목 19-2 이다. 50% 이하로 보고된 

항목은 [Table 4]와 같다.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논문이 많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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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Evaluated as ‘reported’ by Items in the 

STROBE(below 50%) 

Result Item No. Item 

26~50% 

1a, 1b Title and abstract 

4 Study design 

13b Give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16a-1 Give unadjusted estimates 

0~25% 

7-2 Clearly define all potential confounders 

9 Bias 

12a-2 
Describe all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those 

used to control for confounding. 

12e sensitivity analyses 

13c flow diagram 

16c 
consider translating estimates of relative risk 

into absolute risk 

17 other analyses 

22 Funding 

 

3) STREGA 보고지침으로 평가한 학위논문의 보고 수준 

유전체 역학 전공 논문은 STREGA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유전체학 논문 21편 중 10편이 STREGA 보고지침에 의한 평가 대상이 

되었고, 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전체학 논문은 STREGA 

보고지침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수준이 높았다. 바이어스(항목 

9b)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언급하였고, 다중비교(항목 16d)에 대해서는 

절반은 다중비교를 고려한 p 값을 결과에 제시하였고,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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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age of Items in the STREGA Statements which were 

addressed in theses 

Item No. Reported Not applicable 

(N = 10)  % 

Variable 7b 60% 20% 

Data source/measurement 8b 100% - 

Bias 9b 50% - 

Statistical methods 12f 80% - 

 12g 100% - 

 12h 40% 40% 

 12i 60% 30% 

 12j 90% 10% 

Participants 13 90% 10% 

Descriptive data 14 80% 10% 

Outcome data 15 90% - 

Main results 16d 30% 40% 

Other analyses 17b 70% 20% 

 17c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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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어스 보고 수준 

특별히 보고가 취약한 부분 중 역학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바이어스에 대한 보고 수준을 2010년에서 2018년 전기까지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 까지는 2편,  

2013년에서 2015년 까지는 8편, 2016년에서 2018년 전기까지 발표된 

논문까지는 10편이었다. 2018년에는 전기에 출판된 학위논문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스에 관한 보고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The Trend of Reported Bias 

*: Only theses submitted in 2017’ fall-winter semester we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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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는 논문의 고찰 부분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바이어스를 다루는 방법을 4단계로 분류하였다(Jurek, Maldonado, 

Greenland, & Church, 2006). 바이어스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은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41.4%를 차지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15.8%를 차지하였다. 석사학위 논문보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이어스에 

대한 보고 수준이 더 높았다. 바이어스를 다루는 4단계 중에서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 2단계에 그쳤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바이어스를 3, 

4단계까지 언급하고 다루었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Theses into Bias Categories 

Categories 

N(%) 

MPH 

(N=116) 

Ph. D 

(N=19) 

1. Ignoring or dismissing the potential bias 

affected the results. 
48(41.4) 3(15.8) 

2. Statements that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bias in the measurement of 

any of the study exposures 

68(58.6) 12(63.1) 

3. Qualitative evaluations of the impact of 

bias on study results 
- 3(15.8) 

4. Quantitative evaluations of the impact of 

bias on study results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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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측치 처리방법 

또한 결측 자료에 대한 보고 항목은 방법 부분에나 결과 초반에 보고하지 

않은 결측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모두 자료값을 합하여 결측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측값이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논문 중에서 40% 이상은 결과 부분에서 결측치가 있음에도 제시하지 

않았고, 결측치 제거를 이미 시행한 자료에서도 결과에서 결측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평가자 간 일치도 검정 

2명의 평가자가 동일한 논문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파통계량(Cohen’s kappa statistic)을 측정하고 Landis와 

Koch가 제안한 분류에 따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카파통계량이 

‘poor’, ‘slight’. ‘fair’의 범주에 들어가는 항목은  7-3, 12b, 12e, 14a, 14b, 

16c, 17, 21이다. Kappa parodox로 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inter-rater 

신뢰성 계수를 제공할 수 있는 Gwet’s AC를 확인하였고, 전반적으로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Inter-rater Reliability of All Items 

Item  
Agreement 

(%) 
kappa 

Strength of 

Agreement 
Gwet’s AC 

Title and 

abstract 
1a  98.8 0.52 

moderate 
0.97 

 1b  82.7 0.5 moderate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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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ationale 
2  98.8 0.78 

substantial 
0.96 

Objectives 3  81.6 0.54 moderate 0.82 

Study design 4  78.0 0.43 moderate 0.59 

Setting 5-1 98.8 0.52 moderate 0.99 

 5-2 88.5 0.47 moderate 0.88 

 5-3 95.4 0.53 moderate 0.94 

Participants 6a  97.6 0.49 moderate 0.96 

 6b  88.2 0.74 substantial 0.88 

Variables 7 -1 87.2 0.49 moderate 0.86 

 7 -2 83.7 0.53 moderate 0.81 

 7 -3 58.1 0.01 slight 0.28 

Data sources/ 

 measurement 
8 93.1 0.52 

moderate 
0.93 

Bias 9  95.4 0.87 substantial 0.93 

Study size 10  91.4 0.6 moderate 0.82 

Quantitative  

variables 
11  82.6 0.58 

moderate 
0.79 

Statistical  

methods 

12a-

1 
96.5 0.69 

moderate 
0.99 

 
12a-

2  
69.0 0.22 

substantial 
0.56 

 
12b-

1  
70.1 0.39 

fair 
0.44 

 
12b-

2 
82.8 0.23 

fair 
0.83 

 12c  73.3 0.42 moderate 0.68 

 12d  83.9 0.43 moderate 0.70 

 12e  66.7 0.10 slight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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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13a  92.0 0.55 moderate 0.88 

 13b  88.2 0.51 moderate 0.85 

 13c  82.8 0.44 moderate 0.80 

Descriptive  

data 

14a-

1 
88.5 0.32 

fair 
0.78 

 
14a-

2 
85.8 0.25 

fair 
0.84 

 14b  85.0 0.31 fair 0.83 

 14c  83.9 0.43 moderate 0.82 

Outcome data 15  82.8 0.49 moderate 0.82 

Main results 
16a-

1  
73.3 0.46 

moderate 
0.68 

 
16a-

2  
82.4 0.52 

moderate 
0.79 

 
16a-

3  
83.9 0.45 

moderate 
0.79 

 16b  92.1 0.54 moderate 0.91 

 16c  70.1 0 poor 0.46 

Other analyse 17-1  48.4 0.05 poor 0.10 

 17-2 82.8 0.08 poor 0.82 

 17-3 52.8 0.18 slight 0.09 

Key results 18  97.7 0.71 substantial 0.96 

Limitations 19-1 92.0 0.48 moderate 0.91 

 19-2 70.1 0.45 moderate 0.45 

Interpretation 20 88.2 0.64 substantial 0.78 

Generalisability 21  66.7 0.16 slight 0.51 

Funding 22  95.4 0.77 substantial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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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유의성 분석 

 

통계적 유의성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록에 적어도 1개의 p 

값만 제시한 논문은 137개의 초록 중 1편(0.8%)이고, 0.05이하의 p 값은 

30편(22.4%), p 값이 0.05 보다 높은 경우는 1편(0.8%)이었다. 유전체학 

논문의 경우 p 값을 제시한 대다수의 논문은 10-4 이하로 낮게 보고되었다. 

적어도 1개의 신뢰구간을 초록에 제시한 논문은 10(7.5%)편이었고, 그 

중에 50(37.6%)편만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적어도 1개의 효과 크기를 제시한 논문은 5(3.8%)편으로, 그 중에 

3편(2.3%)만 p 값을 같이 제시하였고, 나머지 60편(45.2%)은 신뢰구간과 

함께 효과 크기를 제시하였다. 

초록에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적어도 1개의 정성적 진술만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67편(50.4%)이었고, 그 중에 7편(5.3%)은 효과 크기와 함께 

질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58편(43.7%)은 질적 진술과 함께 효과 크기, 

신뢰구간 모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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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porting Characteristics of Abstracts 

Abstract Reporting Characteristics N(%) 

P Values (N = 135 Articles)  

At least 1 P value 1(0.8) 

At least 1 statistically significant P value (≤.05) 30(22.4) 

At least 1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 value 

(>.05) 
1(0.8) 

Confidence Intervals (CIs) (N = 135 Articles)  

At least 1 CI 10(7.5) 

At least 1 95% CI 50(37.6) 

Effect Sizes (N = 135 Articles)  

At least 1 effect size 5(3.8) 

At least 1 effect size and 1 P value for at least 1 

of the effect sizes 
3(2.3) 

At least 1 effect size and 1 95% CI for at least 1 

effect size 
60(45.2) 

Qualitative Statements About Significance (N = 

135 Articles) 
 

Including at least 1 statement about significance 67(50.4) 

Including at least 1 statement about significance, 

with at least 1 effect size  
7(5.3) 

Including at least 1 statement about significance, 

with at least 1 effect size and at least 1 CI for at 

least 1 effect size 

5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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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논문에서 제시된 효과 크기는 다음[Table 6]과 같고, 효과 

크기와 p 값만 제시하였는지,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였는지, 

효과 크기와 p 값과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였는지 분류하였다. 효과 

크기가 보고된 빈도로 나열하면 오즈비(OR), 위험비(HR),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 비교위험 또는 위험비,(RR), 초과 위험(ER), 급내 

상관계수(ICC) 순이다. 오즈비, 위험비(HR), 베타 계수, 비교위험 또는 

위험비(RR), 초과 위험(ER)은 높은 비율로 신뢰 구간과 함께 

보고되었으나, 급내 상관계수(ICC)는 p 값만 보고되었다. 

 

 

Table 8. Types of Effect Sizes 

Type of Effect 

Size 

Total 

Occurrences 

of Effect 

size, No. 

(n=88) 

No. (%) 

With P 

value With CI 

With P 

value or CI 

Odds ratio 70 22(31.4) 47(67.1) 51(72.8) 

Hazard ratio 5 1(25.0) 4(80.0) 5(100) 

Beta coefficient 5 1(25.0) 3(60.0) 4(80.0) 

Relative risk  

or risk ratio 
4 2(50.0) 3(75.0) 4(100.0) 

Excess risk 2 0(0) 2(100) 2(100)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eint 

2 2(1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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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STROBE 보고지침에 따른 평가 

CONSORT 지침의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 보고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관찰연구 보고지침인 STROBE의 도입 

이후. 여러 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을 STROB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출판될 논문에 지침이 되고자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곳에서 출판된 논문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전공 석, 박사 학위논문 중 

관철연구를 대상으로 STROBE 보고지침에 따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50% 미만으로 보고가 된 항목은 연구 제목 및 초록에 연구 설계 

제시(1a; 41.5, 1b; 48.9%), 연구 설계(34.8%), 교란변수 정의(11.1%), 

바이어스(14%), 통계 분석 방법 중 교란요인 보정(19.3%), 민감도 

분석(5.9%), 결과에 비참여 이유(28.2%), 보정되지 않은 추정치 

제시(40.3%), 절대 위험으로 변환(5.2%), 연구비 재원(4.4%) 등이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논문의 보고 

비율이 높은 부분과 특히 보고가 부족한 부분을 STROBE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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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선행 논문과 비교해보면 제목이나 초록에 연구설계 기술(항목 1a)은 

관련 논문에서 20~59% 정도의 보고 수준과 비슷하다. 논의 부분에서는 

연구설계를 언급하지만 정작 초록과 방법 부분에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설계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는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재분석 될 

수 있는 반면에, 불완전하게 설계된 연구는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설계가 결과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연구의 설계는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분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연구의 과학적 완전성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연구 설계에 크게 

좌우된다.(Parab & Bhalerao, 2010). 

연구환경설정(항목 5) 부분에서는 관련 논문에서 보고 수준은 24% 

정도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 95% 이상 보고되었다.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 보다는 학위논문에서 설정 부분을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란변수 

본 연구에서 변수(항목 7)는 중 항목 7-1은 90% 이상 보고되었으나, 

나머지 교란변수 대해서는 보고 수준이 11%로 낮았다. 교란변수는 선행 

논문에서도 48% 정도로 보고가 낮았고,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평가한 논문 중 25% 이상이 초록이나 논의 

부분에서 교란 요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방법과 결과에서 교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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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더라도 결론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Hemkens et al., 

2018)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대상이 된 학위논문에서 선행 논문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특히 더 낮았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교란 

변수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변수를 교란 요인으로 정의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교란 변수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란 요인은 역학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와 

노출 사이에 가짜 연관성을 만들 수 있고, 이 의미를 이해하고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STORE 보고지침에서는 교란 바이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와 교란 

요인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바이어스가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크기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바이어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란 요인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고, 저자는 

측정되지 않은 변수 또는 교란 요인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인한 잔여 교란을 

고려해야 한다(Vandenbroucke et al., 2007).” 이처럼 교란 바이어스는 

관찰연구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제한점이므로, 결과 보고 및 논의시 다소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바이어스 

바이어스(항목 9)은 본 연구에서 14% 정도로 보고되었고, 관련 

논문에서 또한 2~20%정도의 비슷한 보고 수준에 그쳤다.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출판물에 있어서는 바이어스를 다루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Agha et al., 2016). 환자-대조군 연구는 무작위 대조 연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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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연구보다 신뢰하기 어렵다. 환자-대조군 연구의 주요 단점은 

노출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과거의 질병이 현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이것은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바이어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회상 바이어스"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기억력이 종종 부정확하기 때문에,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널리 

회상 바이어스는 일반적 것으로 여겨진다(Parab & Bhalerao, 2010).  

 

바이어스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 크기와 방향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제한점에 발생 가능한 바이어스의 

종류만 언급하고 크기와 방향은 서술하지 않았다. 바이어스를 논문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 과정에서 교란이나 

바이어스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교란과 바이어스는 현재 역학 원론 및 실습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짧게 다루고 있어 이해가 부족하였다. 국내외 보건대학원 교과 

과정을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개설되어 있었다. 

‘Applying Quantitative Bias Analysis to Epidemiologic Data’의 저자인 

Timothy Lash는 에모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중이며, ‘Bias Analysis 

‘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오차(error) 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과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 다차원 및 확률적 바이어스를 분석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에모리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육 과정 중에는  

‘Advanced Epidemiological Methods I ‘라는 과목으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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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인 방법론, 교란, 오분류, 선택 바이어스, 환자-대조군 연구의 유형, 

Berkson 바이어스 등을 주로 다루는 과목이 석사/박사과정으로 나누어 

개설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원의 ‘Advanced Epidemiologic Methods ‘라는 

과목에서는 인과적 추론 측면에서 교란과 바이어스를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는 ‘Advanced 

Theory and Methods in Epidemiology’라는 과목명으로, 

결측치/바이어스/교란/일반화에 대해 고급 역학 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반면, 본 대학원 외 국내 다른 보건대학원에서 교란과 바이어스에 대한 

이론과 통계분석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란과 바이어스에 대해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다룬다면 연구에서 교란을 

파악하고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표본수 산출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 산출은 56% 정도로 보고하였다. 한 

선행논문에서는 조사된 논문 중 어느 논문도 표본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M. R. Kim, Kim, Kim, Hwang, & Yoon, 

2012). 표본수 산출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 

결과와 신뢰를 위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가진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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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산출에 대한 항목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 

자료가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 구별하여 살펴봐야 한다. 설문 조사 

연구에서는 극소수만 표본수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다. 학위논문의 대부분은 

2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의 전부는 표본수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이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라 연구 설계 당시에 저자가 대상자 수를 

결정할 수 없어 표본수를 미리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5)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 

특정 목표 없이 임상 목적을 위해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2차 자료 분석 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발생률과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 환경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2차 자료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데이터 수집의 광범위한 스펙트럼과 연구 분야의 빠른 확장은 

개별 데이터 소스의 강점과 한계점, 그에 따른 바이어스를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자료 이용에 대한 부적절한 

보고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개발된 보고지침이 REporting of studies 

Conducted using Observational Routinely-collected Data (RECORD)이다. 

RECORD 보고지침은 STROBE의 확장판으로서 STROBE 보고지침에서 

다루어 지지 않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RECORD 보고지침에서 다루고 

있으며, 자료에 대한 보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Benchimol et al., 2015).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위논문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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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RECORD 보고지침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6) 참여자 수(결과) 

결과 부분에 참여자 수(항목 13)에 관 내용은 본 연구에서 항목 13a만 

87%로 보고되었고, 나머지 비참여이유(항목 13b), 흐름도(항목 13c)에 

관해서는 각각 28%, 16%로 보고하였다. 관련 논문은 역시 참여자(항목 

13)에 대해서는 모두 20% 이하의 보고 수준에 그쳤다. 비참여 이유는 

연구 결과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참여 집단 내에 다른 

연관성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흐름도는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Sorensen et al., 2013). 

선행 논문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흔히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대 

위험을 절대 위험으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논문은 5.2% 정도로 보고되었다. 

 

7) 연구비 재원 

기타 분석(항목 22)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3%, 관련 논문에서도 

대부분은 25 % 이하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논문에 비해 학위 

논문에서 연구비 재원에 관해 낮게 보고되는 이유는 학위논문 출판과 

관련된 연구비에 관한 규정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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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뢰도 검정 결과 

제 1, 2 평가자 간의 퍼센트 일치도 자체는 높게 나왔으나, 카파값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 낮은 카파값은 전체적으로 일치도 자체가 높으면 

카파값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kappa paradox”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치도가 카파값으로 변환될 때, 대칭적으로 불균형한 

주변합(marginal total)의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Feinstein & Cicchetti, 

1990). 일부 항목에서는 카파값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도는 높았다. 

Gwet’s AC는 Cohen’s Kappa 보다 안정적인 inter-rater 신뢰성 계수를 

제공하므로 Gwet’s AC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낮은 Kappa 통계량을 

보완하였다(Wongpakaran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도가 낮은 항목은 처음 평가자 간의 합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 차이로 보여진다. 

 

 

2. 통계적 유의성 

초록에서 연구의 유의성을 제시할 때 약 50%의 논문이 효과 크기나 p 

값 등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성적 진술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반면, 44% 정도에서는 정성적 진술과 함께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정성적 진술만 있는 논문과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한 논문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정량적 보고가 없을 경우에, 정성적 보고만으로는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고 잘못 이해되기 쉬우므로 기본적으로 정량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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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절반은 부족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반면에 높은 비율의 논문은 선행 논문에 비해 보고가 효과 크기와 함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강점 

본 연구는 STROBE 보고지침을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평가한 최초의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STROBE를 이용하여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 논문 

자체도 국내외 10여편 정도지만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한 논문은 국외 

논문 1편 정도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한 논문은 

없었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STROBE 보고지침으로 학위논문을 평가한 것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다루었다. 대부분의 논문은 STROBE 

보고지침만을 이용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과정을 다루는 STROBE 보고지침 뿐만 아니라 

결과를 다루는 통계적 유의성을 까지 제시하였다. 

세번째로 STROBE 각 항목마다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제시하여 신뢰도 

검정을 시행하였다. 대부분 논문에서는 평가자 간의 내용을 평가하고 틀린 

부분은 논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설명하거나 일부 분석한 것의 kappa 

계수만을 산출하였으나 본 논문은 항목 전체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신뢰도 

검정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50 

 

4. 연구의 한계점 

첫번째 STROBE 보고지침은 모두 보고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다루었는지 여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인과 추론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여 학위논문의 인과 추론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다. 

두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그 대상이 보건학과 내에서 보건학 

전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내에 2차 자료를 

이용한 역학 관련 논문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번째는 논문의 대부분이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어서,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에 대한 평가는 STROBE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RECORD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추가로 평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본은 

STROBE이므로, STROBE 보고 지침 만으로 중요한 항목의 보고 수준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학 전공 내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내에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을 포함하여 RECORD 

statement를 이용한 후속 연구, 또는 향후 5년 동안 출판된 논문의 평가를 

통해 보고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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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STROBE 보고지침은 역학연구 중 관찰연구에 대한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연구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 바이어스와 교란 부분에서는 특히 보고 수준이 

취약하였는데, 이는 역학 연구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바이어스와 교란 등을 다루는 심화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학위논문 제출시 

STROBE 보고지침[Appendix 2 참고]을 이용하여 자가 평가를 시행해 

봄으로써 학위논문의 보고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록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표현만 언급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정성적으로 언급하거나 p 

값을 단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불확실성 측정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관찰연구에서의 보고 지침에 따른 보고의 수준이 

향상되어, 향후 출판되는 보건대학원의 역학연구 논문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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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STROBE Statement in Korean 

STROBE 보고지침: 관찰연구 보고에서 다루어야 할 분석항목 

항목 
항목

번호 
권고사항 

제목과  

초록 
1 

(a) 제목이나 초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구의

 디자인을 명시해야 한다. 

(b) 초록에서 수행된 것과 발견된 것에 대한 정보와 균형 잡힌 요약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서론:  

배경/ 

필요성 

2 과학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목표 3 미리 정해진 가설을 포함하여 연구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방법론:  

연구 

설계 

4 연구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논문 초반에 제시해야 한다. 

환경 5 
연구대상 모집, 노출, 추적방법과 데이터 수집 기간을 포함하여 지역, 장소

, 날짜를 기술해야 한다. 

대상자 6 

(a) 코호트 연구: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출처, 선정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추척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환자-대조군 연구:  자격기준, 환자군과 대조군 선택 출처와  

선정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제

시해야 한다. 

 단면 연구: 자격기준과 참여자 선정 출처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b) 코호트 연구: 짝짓기 연구의 경우, 짝짓기 기준과 노출대상자와 비노

출 대상자 수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대조군 연구: 짝짓기 연구의 경우, 짝짓기 기준과 환자당 대조군  

수를 제공해야 한다. 

변수 7 
모든 결과, 노출, 예측 변수, 잠재적 교란 변수 및 효과변경인자를 명확하

게 정의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진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 

측정 

8* 

각 관심 변수에 대해 데이터 소스와 평가 방법(측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그룹이 있는 경우 평가 방법의 비교 가능성을 설명

해야 한다. 

바이어스 9 잠재적인 바이어스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 

표본수  10 표본수 산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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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량적  

변수 
11 

분석에서 정량적 변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어떤 그룹이 선정 되었는지와 선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계분석 

방법 
12 

(a) 교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통계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b) 하위그룹과 상호작용을 검사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c) 누락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d) 코호트 연구: 해당되는 경우, 추적과정에서의 손실이 어떻게 처리되었

는지 설명해야 한다. 

    환자-대조군 연구: 환자군과 대조군이 짝을 이룬 경우 설명해야 한다. 

    단면연구: 해당되는 경우, 실험대상을 선택한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방

법을 기술해야 한다. 

(e) 민감도분석을 했다면 관련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결과 

대상자 13* 

(a) 연구의 각 단계에서 개인의 수(예를 들어, 잠재적 적격자 수, 적격성 

검사자, 검증된 자격자, 연구에 포함된, 추적 완료하고 분석되는 자)를 보

고해야 한다.  

(b) 각 단계에서 비참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c) 플로 차트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데이터 

분석 

14* 

(a) 연구 대상자의 특성(예: 인구 통계학적, 임상적, 사회적), 노출과 잠재

적 교란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관심 변수별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대상자 수를 명시해야 한다.  

(c) 코호트 연구: 추적기간(예: 평균 및 총량)을 요약해야 한다. 

결과  

데이터 
15* 

코호트 연구: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의 집합 또는 요약 측정치를 보고해야 

한다. 

환자-대조군 연구: 각 노출 범주 또는 노출 요약에 대한 수치를 보고해야  

한다. 

단면 연구: 결과의 집합 또는 요약 측정의 수를 보고해야 한다. 

주요 결과 16 

(a) 조정되지 않은 추정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란 요인 조정 추정치와 

정확도(예: 95% 신뢰 구간)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교란 요소가 조정되었

는지, 왜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b) 연속 변수를 범주화할 때 범주 경계를 보고해야 한다. 

(c) 관련있는 경우,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상대위험 추정치를 절대위험으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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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석 17 
수행한 다른 분석(예: 하위그룹과 상호작용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보고

해야 한다.  

논의 

주요 결과 
18 연구 목표를 참조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해야 한다. 

한계점 19 
잠재적인 편향이나 부정확성의 원인을 고려하여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해

야 한다. 잠재적 편향의 방향과 규모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  

해석 20 
목표, 한계, 분석의 다양성, 유사한 연구의 결과와 기타 관련 증거를 고려

하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일반화  

가능성 
21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외부 유효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기타 정보 

연구비 

재원 

 

22 

펀딩의 출처와 현재 연구를 위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문서의 기초가 되

는 원래 연구를 위한 펀딩 제공자의 역할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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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The Courses of school of Public Health in America 

 Course Description/Object 

Emory 

Rollins 

school of 

Public 

Health 

Advanced 

Epidemiological 

Methods I 

Covers a wide variety of topics in 

epidemiological methodology. Topics include 

basic epidemiological measures, confounding, 

misclassification, selection bias, types of 

case-control studies, Berkson’s bias, 

matching, and estimation of epidemiological 

parameters. 

Bias Analysis Observational epidemiologic studies yield 

estimates of effect that differ from the true 

effect because of random error and 

systematic error.  

Epidemiologists design studies and analyses 

to minimize both sources of error. When 

presenting results, epidemiologists use 

statistics to quantify the impact of random 

error on estimates of effect, but often only 

qualitatively describe residual systematic 

error (uncontrolled bias). Bias analysis 

provides one method of quantifying residual 

systematic error.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learn how to use simple, multidimensional, and 

probabilistic bias analyses to account for 

systematic error in their estimates of effect.  

Students should expect to gain new skills, 

as the emphasis of the course will be on the 

implementation and conduct of bias analysis, 

rather than statistical theory.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Advanced 

Epidemiologic 

Methods 

Provides an in-depth investigation of 

statistical methods for drawing causal 

inferences from observational studies. 

Informal epidemiologic concepts such as 

confounding, selection bias, overall effects, 

direct effects, and intermediate variables will 

be formally defined within the contex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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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actual causal model and with the help 

of causal diagrams.  

Methods for the analysis of the causal 

effects of time-varying exposures in the 

presence of time dependent covariates that 

are simultaneously confounders and 

intermediate variables will be emphasized. 

These methods include g-computation 

algorithm estimators, inverse probability 

weighted estimators of marginal structural 

models, g-estimation of structural nested 

models. As a practicum, students will 

reanalyze data sets using the above methods.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Advanced 

Theory and 

Methods in 

Epidemiology 

1. Identify complex methodologic problems in 

epidemiologic research, such as: a) Missing 

data, b) Information bias, c) Confounding bias, 

d) Time-varying Confounding bias e) 

Selection bias, f) Generalizability and state 

implications for etiologic inference 

2. Apply appropriate analytic tool(s) to 

diagnose and account for complex 

methodologic problems, such as those listed 

above 

3. Evaluate the sensitivity of an etiologic 

inference to possible bias due to complex 

methodologic problems, such as those lis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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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ses based on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Statement 

 

 

EunYeong 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Clear presentation of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llows readers to 

asses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tudy and strengthen 

credibility to the results. In many published papers, however, the 

importance of clear presentation is often overlooked, and many 

researchers have a difficult time writing a well-defined paper. To aid 

these problems in the scientific research, th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 Guidelines in Epidemiology (STROB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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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o enhance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inten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aper. Most of the 

study reports p-values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but there are 

heated controversies about interpreting the results with p-values. 

Because the p-value does not fully explain the results, reporting the 

effect size or the confidence interval is recommended.   

 

2. Methods 

The observational research of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published from 2010 to 2018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TROBE report guidelines. We also checked whether the researchers 

provided the results with the effect size or the confidence interval.  

 

3. Results 

In this study, the epidemiological studies of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Health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TROBE guidelines. Less than 50 

percent of the items reported in the study were titles and abstract (47.4 

percent), study design (36 percent), confounding definition (13.1 

percent), bias (11.4 percent), study size (50 percent), control for 

confounding amo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13.2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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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analysis (6.1 percent), and conversion into absolute risk (5.3 

percent), and funding (5.3 percent). 

Approximately 50% of the abstracts reported quantitative statements 

about a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out presenting p-values or the effect 

size, instead, they reported the significance with qualitative statements. 

 

4. Discussion 

The level of reporting was particularly weak in the bias and 

confounders section. Dealing with biases and confounders is a 

fundamental and key element of epidemiological research. The quality 

of research can be improved by reporting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Qualitative reporting alone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is easily 

misunderstood in the absence of quantitative reports on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a qualitative summary of the results is necessary. 

 

 

Keywords : Observational study, STROBE, Statistic significance,  

P-value, Confounder, Bias 

Student Number : 2017-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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