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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모든 의학적 결정에 근거를 강조하면서 근거

의 바탕이 되는 임상 시험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Woman health initiative 연구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수행된 임
상 시험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개념 자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가치를 몇 배나 높여 주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망
하게도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의 책
임자가 특정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연구 자체를 특정 기업에

서 시행하는 경우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 결과를 출판하지 않
거나 일부 내용만 보고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연구 시행 
결과 의미가 있으면 보고하고 만일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보
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선택적 보고(selective 
reporting)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선택적 보고는 광범위

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102개 임상 시험을 조사

하였을 때 전체 결과 중 효과 관련 결과의 38%, 유해 관련 결과

의 50%는 불완전하게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결과가 그렇지 않
은 결과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
았습니다.2) 

해당 결과를 출판하였다고 하여도 선택적 보고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논문에서 일부 결과를 선택적으

로 누락하기도 하고, 결과 중 일부 데이터만 선택하기도 하며,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일부 분석만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선택적 보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습니다.  대체로 연구

자들이 일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 결과가 통계적 
혹은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메타분석의 결과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동일한 특성을 여러 가지 도구로 측정한 경우 선
택적 결과 보고가 있으면 비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우울증 약물 치료 효과를 여러 도구로 측정하고 의미 있
는 도구만을 보고하면 결과는 의미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비뚤림을 선택적 보고 비뚤림(selective reporting bias)라
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보고 비뚤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상 연구가 시행되기 전에 방법, 결과 변수 등에 대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임상시험 등록(clinical trial registry)이라

고 하며 현재 외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임상시험 등록을 하려면 외국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ervice (http://
clinicaltrials.gov),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www.who.int/trialsearch) 등이 있
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 등록의 관행이 정
착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 
등록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며 곧 각 학회에 협조를 요청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인 만큼 이미 진행

된 연구도 등록을 받는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시대의 흐름에 려 수동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보

다는 능동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

에 미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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