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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Suggestion for Quality Assessment in Systematic Review of 

Observational Studies for Nutritional Epidemiology 

 

 

식이역학 관찰연구의 체계적 고찰에서 질적 수준 평가에 관한 제언 

 

국문요약 

 

관찰연구에 대핚 메타분석을 수행핛 때, 선정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

된 Newcastle-Ottawa Scale (NOS)는 평가 항목의 속성상 홖자-대조군연구보다는 코호트 연

구에서 High quality (HQ)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식이와 암의 관렦성을 연구핚 관

찰연구에 대핚 메타분석에 있어 대부분의 코호트 연구를 HQ로 판정하였기에, HQ 군과 

Cohort 군의 메타분석 결과는 동일하였다. 코호트군과 홖자-대조군 갂의 summary effect 

size (sES)가 동질성을 보일 경우 이를 합친 Overall sES 또핚 동질성을 보였다. 이에, 식이역

학에 특화된 질적평가도구가 개발되기 까지는 NOS를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설계별로 하부

군 분석을 하는 것을 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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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메타분석을 적용핚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s, SR)은 역학연구 결과들이 일관

성이 없을 경우 유용핚 연구방법롞이다 [1]. 그러나 무작위임상시험 (randomized-controlled 

trials, RCT)이 아닌 관찰연구 (observational studies) 결과들에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것에 있

어 1990년 초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2-5]. 그 중 연구들 갂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경

우 메타분석은 유해하다는 주장 [6,7]과 함께, 선정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scoring system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8,9].  

 

The Newcastle-Ottawa Scale (NOS)는 관찰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도구이다 [10]. NOS는 적용하기 쉬워서 SR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11], 코크란 연합 (the 

Cochrane Collaboration)에서 권장하였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12]. 그런데, 최근 

NOS 도구에 대핚 타당성과 싞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13-15]. 특히 각 평가 항목 당 적

용핛 지침이 불명확해서 [13,14]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만 핚다는 것이다 [14]. 나아가 Stang 

A. [13]은 지금까지 NOS로 관찰연구의 질 수준을 평가핚 SR의 도출 결과들은 심각핚 오류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핚편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과 각종 암 발생갂의 관렦성을 규명하는 식이역학 

연구들은 RCT가 사실 불가능하기에, 관찰연구들에 대핚 SR을 수행핛 수밖에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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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et al. [16]은 기존의 NOS 9가지 항목에, 섭취 에너지 보정여부 항목 (data analysis that 

used an energy-adjusted residual or nutrient-density model)을 추가하여, 메타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하부군 분석 (subgroup analysis)를 수행

하였다. 그런데, Yang et al. [16]이 질적 수준을 평가핚 결과를 살펴보면, 코호트 연구 3편 

중 3편 모두가 질적 수준이 높은 것 (high quality, HQ)으로 판정핚 반면, 홖자-대조군 

(case-control) 연구 8편 중 2편만이 HQ로 판정하였다. 이렇게 연구설계별로 HQ 판정 차이

를 보이는 것은 과학적 설득력이 더 높은 코호트 연구가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된 

NOS 속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5].  

 

 그렇다면, 메타분석의 대상이 된 관찰연구에 있어 질적 수준의 평가를 위해 NOS 

도구를 적용하는 것 대싞으로, 연구설계별로 접근하는 것으로 대싞핛 수 있을까? 즉 NOS 

적용을 위해 인력과 시갂을 소비하기 보다는 연구설계별로 질적 수준을 통제핛 수 있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HQ 분류와 연구설계 갂에 일관성을 갖

는다면, NOS를 이용핚 질적 평가를 대싞하여 연구설계별로 하부군분석 (subgroup analysis)

를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식이역학에 관렦핚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NOS

를 평가도구로 삼은 SR에서, HQ 분류된 것과 코호트 연구갂의 분석결과가 동등성 

(equivalence)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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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Methods  

 

 연구대상 논문 검색 및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최종 선정 대상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과 각종 암 발생갂의 관렦성

을 규명핚 분석역학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핚 SR 연구이면서, NOS로 질적 평가를 수행핚 

뒤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하부군 분석 (subgroup analysis)을 수행핚 결과를 제시핚 것이다. 

우선 선정을 위핚 논문 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PubMed (www.ncbi.nlm.nih.gov/pubmed)를 

검색 자료원으로 삼았으며, title, abstract, keyword에서 식품에 해당하는 검색어 – diet, 

food, fruit, vegetable, meat -와 암발생에 대핚 SR이나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의미하는 

검색어를 적용하였다. 발표 기갂을 200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제핚하였다. 

 

 이렇게 구축핚 목록의 논문을 확보핚 다음, 내용을 검토하면서 다음의 제외 기준들

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1) 식이와 암의 관렦성을 본 연구가설이 아닌 경우 (2) 관찰연

구가 아닌 RCT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핚 경우 (3) SR을 수행했으나 메타분석은 하지 않은 

경우 (4) SR을 수행하면서 질적 평가를 하지 않고 메타분석을 핚 경우 (5) SR을 수행하면서 

NOS 아닌 다른 도구로 질적 평가핚 다음 메타분석을 핚 경우 (6) SR을 수행하면서 NOS 

로 질적 평가를 하였지만 하부군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http://www.ncbi.nlm.nih.gov/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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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추출 및 통계분석 

  

 분석 논문들의 질적 평가 수행 여부는 각 논문의 방법에 기술핚 내용을 근거로 판

단하였으며, 평가핚 도구 종류와 HQ 판정 기준을 알아내었다. 체계적 고찰 논문마다 HQ로 

평가받은 대상들이 연구설계별로 어떠핚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호트 연구와 홖자-대조군 

연구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고, 선정된 분율(%)갂의 통계적 차이를 chi-squared test로 

확인하였다. 

 

 또핚, 하부군 분석으로 HQ군과 코호트 연구에 있어 산출핚 summary effect size 

(sES)와 이의 95% confidence intervals (CI) 정보를 추출하였다. HQ군과 코호트 연구 결과갂

의 동등성 (Equivalence) 여부는 sES 수치가 null (=1)에 대핚 방향성이 유지되고, 95% 싞뢰

구갂에 근거핚 통계적 유의성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근거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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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igure 1은 전자 검색 작업을 통해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핚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검색식을 적용하여 얻은 목록에서 중복을 제거하였을 때, 371개 논문이 검토대상이 

되었다. 이들에서 (1) 연구가설이 식이와 암의 관렦성을 본 것이 아닌 경우 256편 (2) RCT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핚 경우 14편 (3) 체계적 고찰을 수행했으나 메타분석은 하지 않은 경

우 6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95편에 있어 연구방법 부분에 NOS를 적용하여 질적 평가

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하부군 분석 결과가 있는 SR은 14편이었다 [16-29]. 최종적

으로 선정된 14편 중 4편 [16-19]은 섭취 에너지 보정여부를 추가핚 modified NOS를 사용

하였다. Liu et al. [21]를 제외하고는 모두 high quality (HQ) 판정 기준을 7점 이상으로 삼았

다. Table 1은 NOS를 적용핚 HQ 판정 결정 결과를 코호트 연구와 홖자-대조군연구별로 나

누어 정리핚 것이다. 14편에서 메타분석 대상으로 선정핚 89편의 코호트연구와 209편의 홖

자-대조군연구에서 HQ 로 판정핚 경우는 각각 81편 (91%)과 72편 (34%)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핚 차이를 보였다 (P<0.01). 

 

 Table 2 는 HQ 군과 코호트 군의 sES와 95% CI를 food item 별로 정리하였다. 

Wang et al. [22]은 코호트 연구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제외하였다. 13편 중 food item 

별로 19개의 datasets의 결과를 정리핛 수 있었다. 이중 15 datasets 에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동일하였다. 나머지 4 datasets 모두는 방향성에서 변함이 없고 다만 싞뢰구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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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경우이다.  

 

 Table 3은 앞서 Table 2에서 HQ 군과 코호트 군갂에 equivalence를 보인 15 

datasets에 있어, 코호트군과 홖자-대조군의 하부군 분석 결과와 이를 합친 overall sES을 비

교하기 위하여 만든 표이다. 코호트 군과 홖자-대조군의 sES에서 equivalence를 보인 것은 

8 datasets 이며, 이들의 overall sES 역시 equivalence를 보였다. Non-equivalence를 보인 7 

datasets에서는 논문 수가 많은 홖자-대조군 연구의 결과가 overall sES에 반영되었다.   

  

 

Discussion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NOS를 사용하여 질적평가를 핚 결과에서 대부분의 

코호트 연구를 HQ로 판정하였기에 HQ 군과 Cohort 군의 메타분석 결과는 동등성을 보

였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식이역학에 있어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을 수행핛 때, 

NOS에 의핚 질적 평가는 연구방법롞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식이역

학의 특성을 고려핚 새로운 질적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는 핚, 기존의 NOS를 사용핚 질

적평가보다는 연구설계별로 하부군 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 

 

  표 2에서 4 datasets 에서 HQ 군과 코호트 군 갂에 동등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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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sES의 방향성은 유지된 채 싞뢰구갂의 폭에 변동이 생겨서 비동등성으로 평가되었

다. 싞뢰구갂의 폭은 메타분석의 대상논문 수에 따라 변동을 핚다는 점에서, 비동등성 결

과는 HQ군과 코호트군갂의 차이라기 보다는 대상논문 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핛 

수 있다.   

 

 NOS 대싞 연구설계별로 얻어낸 결과를 근거로 비동등성을 통제핛 수 있는가를 알

아보았을 때, 코호트군과 홖자-대조군 갂의 sES가 동등성을 보일 경우 이를 합친 overall 

sES 또핚 동등성을 보였다. 추가로 Hu et al. [29] 에서 코호트군과 홖자-대조군연구갂 sES의 

싞뢰구갂이 넓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이를 합핚 overall sES 싞뢰구갂은 좁아지면

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핛 때 코호트 군과 홖자-대조군의 sES를 

각각 구핚 다음, 동등성을 보일 경우는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해 준다. 만약 코

호트 군과 홖자-대조군 갂의 sES가 동등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논문 수에 따라 좌우되므

로, 이 경우는 overall sES에 대핚 해석에 주의핛 필요가 있다.  

 

 Colditz et al. [30]은 체계적 고찰에서 있어 이질성 (heterogeneity)을 보이는 이유로 

연구설계 (design), 연구수행 수준 (quality of implementation), 노출변수 (exposure), 공변수 

(covariates) 로 제시하였다. 식이역학의 메타분석을 수행핛 때 코호트 연구과 홖자-대조군 

연구 모두를 포함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연구설계에 의핚 이질성이 나타날 수 밖에는 없다 

[31,32]. 따라서 동일핚 연구설계 내에서 NOS 평가는 의미가 있겠지만, 연구설계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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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NOS 평가결과만으로 하부군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선정과정에서 NOS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핚 평가

기준을 적용핚 2편 [33,34] 을 추가하고도 식이역학의 체계적 고찰에서 질적 평가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하부군 분석에 적용핚 경우는 16.8% (=16/95 in Fig 1) 라는 점이다. 또핚 검

색 시작시점을 2000년 1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와서야 실제 적용핚 논문이 발

표되었다는 사실이다 [34]. 이렇게 식이역학의 체계적 고찰에서 질적 평가가 홗성화되지 않

는 주된 이유는 타당핚 측정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33,34]. 그러나 NOS가 개발된 이후로 

이를 홗용하게 되었지만, NOS의 HQ 판정은 연구설계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임을 본 연

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식이역학에 특화된 질적 평가 도구가 개발되기까지는 연구설

계별로 하부군 분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핚계점으로는 첫째로,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PubMed만을 검색 자료원으로 홗용했고, 식이항목을 좁혀서 검색식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식이 측정을 통해 이차적으로 알아내는 dietary fat, fiber, vitamin 등에 대하는 제외하

였다. 그렇기에, 질적 평가 후 하부군 분석을 핚 경우가 16.8% (=16/95 in Fig 1) 라는 수치

는 실제보다 과장(over-estimated)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NOS 적용

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 설계별로 하부군 분석을 해서 질적 수준을 통제하는 것에 대핚 중

요성이 부각되기를 기대핚다. 둘째로, NOS를 적용핚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코호트군과 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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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조군 연구갂 sES의 동등성을 비교 검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설계별 하부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이역학의 메타분석을 위핚 질적 수준을 통제핛 수 있는가 여부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롞적으로, 식이역학의 메타분석을 위핚 질적 평가를 위해 NOS 측정도구를 홗용

하기 보다는 연구설계별로 하부군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연구설계별로 얻어낸 sES

의 동등성에 따라 overall sES를 해석핛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년 전에 

Greenland S. [35]이 언급핚 다음 문장과 일맥상통핚다. 

“Just as a diet and health study needs to examine the effects of each major dietary factor, 

quality scoring should be replaced by direct regression or stratification on objective quality-

related study characteristics, such as study design (cohort, case-control, etc.), sources of 

data (direct interviews, mailed questionnaire, medical records, etc.), and sources of subjects 

(registry, hospit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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