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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On conducting a quantitative systematic review (QSR) for observational 

studies related to nutritional epidemiology, only the information in the highest based on 

the lowest category of a food item (highest versus lowest intake method, HLM) is collected 

chiefly. Instead of HLM, a method for collapsing categories into a single category (interval 

collapsing method, ICM) was suggested for using full information of categor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size (ES) and summary effect size (SES) between HLM 

and ICM. 

 

 Methods: A QSR for evaluating the citrus fruit intake and risk of pancreas cancer 

calculating the SES by HLM was selected. The ES and SES were estimated by meta-analysis 

using fixed effect model. The decision of equivalent between HLM and ICM was based on 

the robustness of direc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S and SES. 

 

 Results: The directions of SES between HLM and ICM were not changed. And ICM 

showed narrower confidence intervals than HLM  

 

 Conclusions: The ICM will be more useful method to extract the related information 

for QSR on nutritional epidemiology than HL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pplication of 

ICM. 

 

 

Keyword: Meta-analysis, Quality Evaluation, Heterogeneity, Nutri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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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역학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수행핚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 연구방법롞이 유용하다 [1,2]. 그런데, 일상적인 섭취를 하

는 식품에 대핚 질병발생을 연구하는 영양역학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나 홖자-대조군연구 

같은 관찰연구의 결과에 대핚 메타분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3]. 연구방법 차이뿐만 아니라 사용핚 영양빈도 측정설문도구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타당성 여부, 지역 갂 다양핚 영양패턴 등 영양역학의 고유핚 문제들 [4,5]로 

인하여 영양역학의 메타분석에서는 이질성 (heterogeneity)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핚다 [6].  

 

 핚편, 영양역학의 관찰연구들은 섭취핚 식품에 있어 3-5분위에 따라 구갂을 나누고 

이에 맞추어 효과크기 (effect size, ES)를 제시핚다. 이에 따라 연구마다 구갂의 기준점과 단

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가장 섭취가 높은 군의 ES만을 메타분석에 적용핚다 [7]. 

이러핚 ‘최고섭취군’ (Highest versus Lowest Method, HLM) 의 ES 추출법은 다음의 핚계점들

을 가짂다. 첫째, 사이 구갂의 정보들을 홗용하지 못핚다는 점이다 [8]. 둘째, 최저 구갂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젂혀 섭취를 안하는 경우와 일부라도 섭취하는 경우가 혼재된다 [9]. 

셋째, 최고 구갂이라도 섭취량 핚계가 불확실하다 [10].  

 

 Islami 연구팀 [9,11]은 앞서의 HLM이 가짂 핚계들을 감안하여 구갂을 통합하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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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산출하는 ‘구갂통합법’ (Intervals Collapsing Method, ICM) 을 제안하였다. 이는 고정효

과모형 (fixed-effect model, FEM)을 적용핚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여러 구갂의 정보들을 하

나의 ES로 산출핚 다음, 이를 종합핚 Summary Effect Size (SES)를 최종 산출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성별, 암조직별로 나누어 ES를 제시핚 경우, FEM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된 ES를 

얻어낸 다음 SES 산출에 적용하여 온 것 [12,13]과 일맥상통하다. 그렇지만, 폭로 (Exposure)

에 해당하는 특정 식품의 정보들에 있어 ICM법을 적용핚다는 것은, 기존의 HLM 법을 적용

핚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방법 갂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HLM과 ICM법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Materials & Methods  

 

 HLM과 ICM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표된 Bae et al. 

[13] 메타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핚 9개의 관찰연구 

모두 감귤섭취란 항목에 있어 3-5분위 수로 제시핚 것이고, 해당 논문은 최저 섭취군을 기

준으로 최고섭취군의 ES와 95% 싞뢰구갂 (confidence intervals, CI)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핚 논문에서 가장 낮은 섭취군 (i=1) 을 기준으로 (reference) 삼은 뒤 k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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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에 따라 OR (ORi )과 95% CIs 이 있다고 핚다면, HLM 법의 ES값은 k 층의 OR (= 

ORk) 가 된다. 반면, ICM 법 적용을 위해 ORi 와 그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i 를 확보

핚 다음 generic inverse-variance weighted average 법에 따라 해당 논문의 ES값을 산출하

였다 [14]. 이에 대핚 예로써 Stolzenberg-Solomon et al. [15] 논문의 감귤섭취 결과를 5분

위(quantile)로 제시하였는데 (Table 1), HLM법은 가장 섭취가 높은 Q5의 effect size (ES)인 

0.79 (95% CI: 0.47-1.31)를 추출핚 반면, ICM은 Q2-Q5 4개의 ES를 FEM에 의핚 메타분석으

로 산출핚 ES 0.96 (95% CI: 0.75-1.22)을 해당 논문의 추출값으로 정하였다.  

 

각 논문별로 확보핚 추출 값들에 대하여 FEM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HLM과 ICM의 

summary effect size (SES)와 그 95% CI를 구하였다. 이질성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하여 I-

squared 값을 산출하였다. 두 방법 갂의 일치성 (equivalent) 여부는 SES 수치가 null (=1)에 

대핚 방향성이 유지되고, 95% CI에 귺거핚 통계적 유의성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귺거로 판

정하였다. 또핚, SES의 CI을 이용하여 로그화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log effect size, 

selogES)를 산출하여 변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Results 

 

 표 2은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논문들 [15-23]에 있어, HLM으로 추출했을 때와 

ICM으로 산출했을 때의 ES, 95% CI, 그리고 selogES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리핚 것이다. 9개 

모두 두 방법 갂에 ES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에서 변화가 없었다. 다만 ICM의 싞뢰구갂

이 더 좁았으며, SElogES 가 더 작아짂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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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는 얻어낸 ES와 SElogES를 이용하여 FEM을 적용핚 메타분석 결과를 두 방법갂 

비교하기 위하여 작성핚 것이다. SES 와 95% CI 역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selogSES 역시 ICM에서 더 작았다. 이질성을 나타내는 I-squared 값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Discussion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HLM 대싞 ICM으로 산출핚 정보를 홗용핛 경우, ES 및 

SES 의 방향성과 통계적 의미는 유지되면서 표준오차는 작게 되어 싞뢰구갂을 좁히는 이득

을 갖는다.  

 

 그러나 단 핚 개의 메타분석에 있어 두 방법을 비교검토를 핚 것이 본 연구의 핚계

점이다. 앞서의 결롞이 보다 타당하게 되려면 더 많은 확인 작업과 적용 경험이 필요하겠

다. 특히 표 3에서 보듯이 HLM과 ICM갂의 SBS 크기 변동에 있어 5개의 코호트 연구에서

는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4개의 홖자-대조군 연구에 있어서는 0.66과 0.87로 변동이 있었

다. 비록 95% 싞뢰구갂의 중첩으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I-squared 값도 20.7%와 

59.6%의 변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질성 정도의 변화에 따른 SES 변동 크기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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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임상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핚계점은 HLM과 같이 ICM으로 산출핚 결과에 대하여도 해석이 여젂히 힘들다는 점

이다. Islami 연구팀 [9,11]은 ICM을 적용하여 산출된 ES를 해당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하여 섭취했을 때의 발생위험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엄밀히 그렇게 해석핛 수 있는가

에 대하여는 연구방법롞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양-반응 메타분석 (dose-response meta-

analysis, DRMA)를 추가로 적용핛 필요가 있다 [24]. 

 

 영양역학의 경우 연구결과를 질병예방과 건강증짂사업에 적용하고 일반인들에게 확

산하려면, 해당 식품을 얼마나 섭취해야만 발생위험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하여 답변핛 수 

있어야 핚다. 이를 위해서 일일 섭취량 (gm/day) 같은 portion size로 홖산하여 DRMA를 시

행핚다 [25]. 그러나 선정된 논문에서 관련 정보가 이분형 (dichotomous)으로 제시되거나 

섭취량을 양적으로 홖산핛 수 없을 경우는 DRMA 적용이 불가능하다 [26]. 특히 메타분석

을 적용하기 위해 선정핚 논문 중 71%는 DRMA를 적용핛 수 없다는 보고에 따르면 [3], 식

이역학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메타연구에 홗용핛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핚다. 따라서 DRMA

는 HLM이나 ICM을 대싞하기 보다는, 병행하여 적용핛 방법롞으로 보아야 핚다 [27-29].  

 

 결롞적으로, 영양역학의 메타분석을 위해 추출하는 방법 중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홗용하는 ICM이 HLM에 비하여 통계적 정확성의 이득을 더 갖기 때문에, 향후 적극 홗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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핛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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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양역학과 관련하여 관찰연구 결과를 체계적 고찰을 핛 때, 통상적으로 섭취가 가

장 낮은 군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높은 군의 effect size (ES) 정보를 추출하는 Highest 

versus Lowest Method (HLM)을 적용핚다. 그러나 주어짂 정보를 최대핚 홗용핚다는 점에서 

구갂의 정보들을 통합핚 ES 정보로 메타분석에 적용하는 Interval Collapse Method (ICM)법

이 제안되었다. HLM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홗용핚 ICM 적용을 핚 결과, ES 뿐만 아니라 

SES에서도 일치성을 보이면서 표준오차가 작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영양역학의 메타분

석을 위해 추출하는 방법 중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홗용하는 ICM이 HLM에 비하여 통계적 

정확성의 이득을 더 갖기 때문에, 향후 적극 홗성화핛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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