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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o identify the prevalence and types of spin in randomised controlled trials(RCTs) of obesity with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for primary outcomes to provide adequate reporting directions. Methods : Spin is specific reporting strategy 

that could lead the readers to misinterpret the results of RCTs. RCTs on obesity with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rimary outcomes 

published from July 2015 to June 2016 were retrieved from PubMed. All included RCTs were classified into 3 intervention 

categories.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spin in the included articles was performed by two independent researchers. 

Results : Among 46 RCTs with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rimary outcomes, 32 studies were assessed as having at least one spin 

in title, abstract or main text. Of these, 9 articles were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7 on western medicine and 

16 on dietary supplement and exercise. The frequency of spin among the types of interventions was similar. The most common 

type of spin was ‘focusing on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in-group comparison’ in results section of abstract and main text, and 

‘focusing only on treatment effectiveness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nclusion section of abstract and 

main text. Studies where random sequence generation was appropriately done was less likely to have spin. Conclusions : As a 

majority of obesity RCTs have spin, research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dequately interpreting and reporting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Key words : Spin,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besity, reporting

서    론

의생명과학(Biomedicine)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들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로 해석하는 일은 곧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

구자가 시험 결과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결과 보고

에 비뚤림(bias)이 생겨 독자가 정보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유효한 결과만을 선택하여 보고함으로써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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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연구 결과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결과의 해석

을 왜곡하고 독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특정 보고 형태를 

스핀(spin)이라고 하는데 대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 결과를 그

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식적으

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주는 보고전략을 의미한다1-3). Spin은 

시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채택되는 보고 전략이

므로 시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는 유의한 연구에 

비해 잘 출판되지 않는 경향 즉, 출판 비뚤림(publication bias)과

는 다르다. Spin의 예를 들면, 동물실험에서의 좋은 결과를 환자에

게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전체 시험군에서의 결

과를 배제하고 소수 환자들에서 나타난 유의한 결과에 집중하거나, 

시험 결과를 곡해해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무작위 배정

을 통해 수행한 임상연구결과가 아님에도 일반적인 효과처럼 주장

하거나, 과도한 일반화나 잘못된 추정을 하는 것 등 다양한 전략이 

해당된다. 

비만이란 건강을 해칠 정도의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이 축

적되는 현상으로 2014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8세 이상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1억 9천만 명이 과체중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5천만 명 이상이 비만 인구인데 이는 1980년대와 

비교하여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비만은 당뇨병, 근골격계 이상, 심

혈관계 질환 및 여러 가지 암 발생과 유관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영양실조 뿐만 아니라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지게 

되었다4).

이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비만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요법, 수술, 보조식품,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 행동수정 및 심리 

상담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

되고 있다5). 한국 한방비만학회 및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에서도 

인체대상 임상시험 증례 보고(case report), 설문자료, 임상검사 수

치, 타 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논문과 고찰 논문 등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6). 많은 임상의들이 새로운 근거를 학술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천자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치료

와 관리에 직결되는 임상 연구에서의 spin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7). 이처럼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한의학적 중재가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어 연구자료 발표 및 이용의 엄정성이 더욱 요구되

고 있다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비만 관련 무작위배정 비교임

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논문들을 수집하여 연

구 결과의 보고 전략을 spin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양 

의학, 보완대체의학,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의 세 가지 중재기준에 

따라 논문들을 분류한 뒤, 비만관련 RCT에서 중재 별로 spin이 얼

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과 spin의 유무가 관련성이 있는지

를 분석하여 향후 비만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올바른 보고방식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검색 전략(search strategy)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양의학(western medicine)적 치료방법이다. 

Orlistat과 같은 약물 치료와 위 밴드 수술, 위 우회 수술, 지방 흡입

술과 같은 수술요법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보완대체의학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적 치료방법이다. 다

이어트 보조제, 비타민, 침치료, 마사지요법, 명상 등이 대표적이며 

침이나 한약 등의 한의약적 치료법도 편의상 여기에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운동 치료와 식이 조절요법이며 이는 보통 생활교정치료

라 하여 상담, 운동 및 식이 처방 등과 병행된다.

검색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발표된 논문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PubMed에서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다. 비만

과 과체중, 보완대체의학, 서양의학, RCT와 관련된 용어를 기반으

로 검색식을 구성하였다.

비만과 과체중에 관련된 검색어는 체중과 관련되거나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처럼 비만 측정의 수단이 되는 지표, 

폭식증 등의 식이장애와 관련된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였다. 병적인 

비만 및 과체중 상태, 비만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만이나 과체중인 대상자의 

체중감량이나 동반되는 합병증 완화, 또는 정상 체중인 대상자에서

의 비만 발생 예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는 비만 및 그에 동반되

는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주요 목표로 하는 RCT를 선정하였다. 

보완대체의학 관련된 중재에 관련해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보완

대체통합의료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NCCIH)에서 제시한 보완대체의학의 정의를 

따랐다10,11).

2. 문헌의 선정 및 제외 기준

우선 본 연구에서는 spin 중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도 시험결과가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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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시험 결과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약화시킨 전략만을 살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주요 

결과보다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주요 결과를 보고할 경우 

spin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12). 그리하여 비만 및 그

에 동반되는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주요 목표로 하는 RCT에서 

일차평가지표(primary outcome)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평가지표의 명시 여부 기준은 Boutron13)의 기준을 따랐다. 

첫째, 논문의 초록이나 본문의 방법 부분에 일차평가지표가 명시되

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하였다. 초록이나 본문의 방법 부분에 

일차평가지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둘째, 표본 수(sample 

size) 계산에 사용된 지표를 일차평가지표로 간주하였다. 이 정보도 

없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본문에 제시된 연구 목표에 명시된 지표를 

일차평가지표로 삼았다. 연구 목표에 일차 지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일차평가지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연구 및 

일차평가지표가 네 가지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일차평

가지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Spin의 평가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집 무작위 배

정 설계(cluster-randomized design), 교차 설계(crossover 

design), 요인 설계(factorial design), 이중 더미 설계

(double-dummy design) 연구는 제외하였다. 세 군 이상을 비교한 

RCT는 일차평가지표가 유의한지 정의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 개의 

중재 중 어느 중재의 효과를 보고자 한 건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

우므로 2개 이상의 시험군이 포함된 연구는 제외시켰다. 예비 연구

(pilot study), 2상 시험(phase II trial), 비용 효과 분석연구

(cost-effectiveness study) 및 이미 출판된 연구에 대한 2차 분석

(secondary analysis) 연구, 임상시험 프로토콜(protocol) 논문이

나 편지, 편집장 글(editorial) 등도 또한 제외하였다13).

중재 가운데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의 경우, 참여자의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강제성을 띄지 않은 단순한 권고나 상담은 제외하였다.

3. 포함 논문 선택 및 자료 추출

본 연구의 검색식과 포함/제외 기준을 따라 논문을 검색하고 결

과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입, 중복 

결과를 제외한 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우선 수집된 문헌 중 선정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목과 초록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킬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이후 일차적으로 포함된 논

문들의 전문을 읽고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비만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고, 유의하지 않은 일차평가지표를 가진 RCT를 

선정하였다. 일차평가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유의하지 않은 

지는 p-value(p＜0.05)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총 

2회 시행하였으며 또 한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에 의해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누락되는 연구는 없었으며 선정 및 제외의 차

이가 있는 경우 제 3의 독립적인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교정하였다.

포함된 각 연구에서 제1저자의 소속기관 기준으로 국가, 표본 

수(군 당 40명 이상/이하)14-16), 중재(서양의학/보완대체의학/운동 

및 식이요법), 일차평가지표의 종류(범주형/연속형), 프로토콜 등록 

여부(예/아니오), 연구 지원(영리기관/비영리기관/모두), 선택 비뚤

림(selection bias, 무작위 배정 순서 생성 및 배정은닉 여부)에 관

해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항목 가운데 프로토콜 등록 여부17), 연구 지원 여부18-20), 선

택 비뚤림21-23)은 모두 연구 결과 방향의 비뚤림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프로토콜 등록 여부는 

등록번호가 논문에 나와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예/아니오로 판단하

였고, 선택 비뚤림은 코크레인 비뚤림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무작

위 배정 순서 생성(random sequence generation)과 배정 은닉

(allocation concealment)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24). 제대로 수행

되었으면 비뚤림 위험 낮음(low risk of bias), 그렇지 않았으면 비

뚤림 위험 높음(high risk of bias), 보고가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

운 경우는 비뚤림 위험 불확실(unclear risk of bias)로 평가하였다.

위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두 

사람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 3의 독립적인 연구

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4. spin의 평가 및 분석

1) Spin의 유형과 분포: spin에 대한 유무 판별 및 분석을 위해 

Boutron13)의 spin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spin의 유형을 분류하

고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각 중재 별로 제목, 초록, 본문의 각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spin이 존재하는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포함 연구 선택 과정에서 논문들의 제

목, 초록, 본문을 모두 읽고 spin의 분포 여부 및 spin의 비율을 

파악하여 결과를 도표화하였다. 이후 논의를 거쳐 기존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고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2) 프로토콜 등록, 연구비 지원 및 선택 비뚤림과 spin의 상관성: 

프로토콜 등록은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 후 등록 여부를 분

석하여 전향적 등록인지 후향적 등록인지 혹은 등록이 되지 않았는

지 3가지 경우로 연구들을 구분하였다. 연구비 지원은 Als-Niel-

sen25)의 분류에 의거하여 비영리재단의 지원, 영리재단의 지원, 비

영리재단과 영리재단의 지원,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와 논문에 밝

히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택 비뚤림과 spin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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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Literature Searching And Study Selection.

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 순서 생성과 배정 은폐의 비뚤림 위험

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위에 기술한 spin의 유형과 분포 및 다양

한 방법론적 요소들과의 상관성을 평가하고 분석함에 있어 두 연구

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 3의 독립적인 연구자

와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눈가림(blinding)과 관련된 비뚤림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환자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및 평가자(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눈가림은 비약물연구, 예를 들어 수술, 운동 

및 식이요법 등에서 중재의 특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5.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software(Version 23.0, Armonk, 

NY: IBM Corp.)를 이용하였다. 중재 별로 spin 및 연구 프로토콜 

등록, 연구 지원, 무작위 배정 순서 발생 및 배치 은폐 유형에 따른 

spin 분포의 분석을 위해 빈도(%)와 빈도(%)의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결    과

1. 검색 결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개월 간 PubMed에 등재된 

연구들 중에서 상기 검색식을 적용하여 총 2,106편의 논문이 검색

되었다. 이 중 중복된 3편을 제외한 2,103편 중 1,963편은 초록과 

제목을 기준으로 제외하였다. 남은 140편은 본문을 모두 분석하여 

그 중 54편이 본문을 기준으로 제외되었다. 제외된 논문 중 30편은 

일차평가지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15편은 이전에 분석된 연구자

료의 재분석에 기초한 이차 분석이었다. 6편은 교차시험, 2편은 시

험의 결과가 없는 파일럿 연구, 1편은 2상 시험으로 제외되었다. 

남은 86편은 일차평가지표가 명시된 비만관련 RCT로, 이 중 40편

은 시험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46편은 시험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 대상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spin이 

있는 논문은 32편26-57), spin이 없는 논문은 14편58-71)으로 드러났

다(Fig. 1).

2. 포함된 연구들의 특징

일차평가지표가 유의하지 않는 연구 총 46편에서 spin을 포함한 

32편26-57)과 포함하지 않은 14편58-71)으로 나눈 뒤,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제 1저자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한 대륙 별 분포를 볼 때 spin이 

있는 연구는 32편 중 21편, 총 65.6%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진행되

었으며, spin이 없는 연구의 경우 78.6%인 11편이 북미와 유럽에

서 진행한 연구였다. 임상시험의 전통이 비교적 오래된 북미, 유럽, 

호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에는 spin의 유무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피험자 수 8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spin이 있는 연구와 없는 

연구를 비교한 결과 피험자 수 80명 이하인 연구들에서 spin이 있

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spin이 있는 논문의 71.9%(95% 

CI, [56.3∼87.5])인 23편이 80명 이하의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면 spin이 없는 논문에서는 피험자 수 80명 이하인 연구가 

4편으로 28.6%[4.9∼52.2]를 차지하였다.

Spin이 있는 논문 32편 중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논문은 9편

(28.1%), 약물치료에 관련된 논문은 5편(15.6%), 수술과 관련된 논

문은 2편(6.3%), 운동과 관련된 논문이 5편(15.6%)이었으며 식이

요법에 관련된 논문은 총 11편(34.4%)에 해당하였다. spin이 없는 

연구의 경우 식이요법에 관한 논문이 3편, 약물치료에 관한 논문이 

4편, 수술에 관한 논문이 2편, 추출물(extracts), 식이조절 보조제



www.kjacupuncture.org 255

비만 중재 관련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보고의 spin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Studies

Characteristics Studies with spin n,(%) [95% CI*](n=32) Studies without spin n,(%) [95% CI](n=14)

Country
Asia 13(40.6) [23.6∼57.6] 2(14.3) [0.0∼32.6]
North America 6(18.7) [5.2∼32.2] 5(35.7) [10.6∼60.8]
South America 2(6.2) [0.0∼14.6] 1(7.1) [0.0∼20.7]
Europe 8(25.0) [10.0∼40.0] 6(42.8) [16.9∼68.8]
Australia 2(6.2) [0.0∼14.6] 0
Africa 1(3.1) [0.0∼9.2] 0

Sample size(n)
≤80 23(71.9) [56.3∼87.5] 4(28.6) [4.9∼52.2]
＞80 9(28.1) [12.5∼43.7] 10(71.4) [47.8∼95.1]

Interventions
Dietary supplement/exercise 11(34.4) [17.9∼50.8] 3(21.4) [0.0∼42.9]
Exercise 5(15.6) [3.0∼28.2] 0
Drugs 5(15.6) [3.0∼28.2] 4(28.6) [4.9∼52.2]
Surgery 2(6.2) [0.0∼14.6] 2(14.3) [0.0∼32.6]
CAM† 9(28.1) [12.5∼43.7] 5(35.7) [10.6∼60.1]

Primary outcome
Binary 1(3.1) [0.0∼9.2] 1(7.1) [0.0∼20.6]
Continuous 31(96.9) [90.8∼100.0] 13(92.8) [79.4∼100.0]

*CI : confidence interval, †CAM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able 2. Prevalence of Spin in the Included Studies Categorised by Types of Interventions

Interventions Studies with spin n,(%) [95% CI*](n=32) Studies without spin n,(%) [95% CI](n=14)

Western medicine 7(21.9) [7.6∼36.2] 6(42.9) [16.9∼68.8]
CAM† 9(28.1) [12.5∼43.7] 6(42.9) [16.9∼68.8]
Exercise/Dietary supplement 16(50.0) [32.7∼67.3] 2(14.3) [0.0∼32.6]

*CI : confidence interval, †CAM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dietary supplement), 경혈 자극(acupoint stimulation)과 같은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논문이 5편이었다.

Spin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일차평가지표의 경우 90% 이상이 연속

형 변수였으며 이는 BMI나 체중으로 대표되는 비만 및 과체중의 지

표가 대부분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중재 별 spin

약물치료와 수술로 대표되는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 운동과 

식이요법 세 가지의 중재 별로 spin을 분석하였다(Table 2). Spin

이 있는 32편의 논문 중 7편은 서양의학, 9편은 보완대체의학, 16

편은 운동 및 식이요법에 관련되었다. Spin이 없는 논문 14편 중 

6편은 서양의학, 6편은 보완대체의학, 2편은 운동 및 식이요법에 

관련된 논문이었다.

4. 포함 연구들에 나타난 spin의 상세분석

Boutron13)의 기준에 따라 spin의 유형과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각 중재별로 제목, 초록, 본문의 각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spin

이 있는지 각 포함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Table 3). 

총 132건의 spin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발견된 대표

적인 spin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비교에만 중점을 둔 

것이 있었으며, 초록의 결과 부분에서 총 13회, 본문의 결과 부분에

서 총 15회, 고찰에서 총 4회 발견되어 전체의 24.2%를 차지하였

다. 또한 시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치료효

과에만 중점을 둔 spin은 초록의 결론에서 20회, 본문의 결론에서 

16회 발견되어 전체 spin 중 가장 많은 27.2%를 차지하였다. 중재 

별 spin의 개수는 서양의학에서 29회(21.97%), 보완대체의학에서 

29회(21.97%), 운동 및 식이요법에서 74회(56.06%)였으며 운동 

및 식이요법을 다룬 논문에서의 spin 비중이 세 가지 중재 중 다소 

높았다.

1) 제목의 spin: 제목에 spin이 있는 경우는 2회로 모두 운동과 

식이요법을 다룬 연구였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The Effect of 

Protein-Enriched Meal Replacement on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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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in in the Titles, Abstracts And Main Texts of the Included Studies

SPIN

Interventions n,(%) [95% CI*]

Western Medicine CAM
Dietary  

supplement/exercise

7† 9 16

Title 0. Spin in the title 2(12.5) [0.0∼28.7]
Abstract 1. Spin in Results section

1.1.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in-group com-
parison

3(42.8) [6.2∼79.5] 3(33.3) [2.5∼64.1] 7(43.8) [19.4∼68.1]

1.2.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ary outcomes 1(11.1) [0.0∼31.6] 3(18.8) [0.0∼37.9]
1.3.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group analyses 1(11.1) [0.0∼31.6] 1(6.3) [0.0∼18.1]
1.4. Claiming efficacy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rimary outcomes
1(6.3) [0.0∼18.1]

1.5. Focus only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1(14.3) [0.0∼40.2] 1(11.1) [0.0∼31.6] 1(6.3) [0.0∼18.1]
1.6. Claiming efficacy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1.7. Other spin only in results section 1(14.3) [0.0∼40.2]

2. Spin in Conclusion section
2.1. Focus only on treatment effectiveness with no consi-

deration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5(71.4) [38.0∼100.0] 6(66.7) [35.9∼97.5] 9(56.3) [31.9∼80.6]

2.2. Acknowledg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for the 
primary outcome but emphasize the beneficial effect 
of treatment

1(6.3) [0.0∼18.1]

2.3. Acknowledg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for the 
primary outcome but emphasize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1(6.3) [0.0∼18.1]

2.4. Other spin in Conclusions section 2(28.6) [0.0∼62.0] 1(11.1) [0.0∼31.6] 5(31.3) [8.5∼54.0]
Main text 1. Spin in Results section

1.1.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in group com-
parison

2(28.6) [0.0∼62.0] 3(33.3) [2.5∼64.1] 10(62.5) [38.8∼86.2]

1.2.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ary outcomes
1.3.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group analyses
1.4. Claiming efficacy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rimary outcomes
1(14.3) [0.0∼40.2]

1.5. Focus only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1.6. Claiming efficacy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1(6.3) [0.0∼18.1]

1.7. Other spin only in results section 1(14.3) [0.0∼40.2]
2. Spin in the synthesis of the results in Discussion section 

2.1. Reporting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outcome as 
if the trial were an equivalence trial 

1(14.3) [0.0∼40.2] 1(6.3) [0.0∼18.1]

2.2.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ary outcomes 2(22.2) [0.0∼49.4] 2(12.5) [0.0∼28.7]
2.3.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group analyses 1(11.1) [0.0∼31.6] 1(6.3) [0.0∼18.1]
2.4. Focus on overall within-group improvement 2(28.6) [0.00∼62.0] 1(11.1) [0.0∼31.6] 7(43.8) [19.4∼68.1]
2.5. Claiming efficacy with no consideration of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primary outcomes
1(14.3) [0.0∼40.2] 2(22.2) [0.0∼49.4]

2.6. Focus only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1(14.3) [0.0∼40.2] 1(11.1) [0.0∼31.6]
2.7. Focus on results derived from less rigorous analysis 1(11.1) [0.0∼31.6]
2.8.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in-group com-

parison33333
4(25.0) [3.8∼46.2]

2.9. Other spin in the synthesis of the results 1(14.3) [0.0∼40.2]
3. Spin in Conclusion section

3.1. Focus only on treatment effectiveness with no consi-
deration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4(57.1) [20.5∼93.8] 4(44.4) [12.0∼76.9] 8(50.0) [25.5∼74.5]

3.2. Acknowledg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for 
the primary outcome but emphasize the beneficial 
effect of treatment

1(6.3) [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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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PIN

Interventions n,(%) [95% CI]

Western Medicine CAM
Dietary supplement/

exercise

7 9 16

Main text 3.3. Acknowledg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results
for the primary outcome but emphasize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1(6.3) [0.0∼18.1]

3.4. Other spin in Conclusion section 3(42.9) [6.2∼79.5] 1(11.1) [0.0∼31.6] 7(43.8) [19.4∼68.1]
29§ 29 74

*CI : confidence interval, †CAM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studies, §: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articles with spin,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spin.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Studies with Spin And No Spin

Characteristics Studies with spin n,(%) [95% CI*](n=32) Studies without spin n,(%) [95% CI](n=14)

Protocol Registration
Prospective Registration 13(40.6) [23.6∼57.6] 7(50.0) [23.8∼76.2]
Retrospective Registration 9(28.1) [12.5∼43.7] 5(35.7) [10.6∼60.1]
No Registration 10(31.3) [15.2∼47.3] 2(14.3) [0.0∼32.6]

Funding†

No Funding 3(9.4) [0.0∼19.5] 0
Non-profit 20(62.5) [45.7∼79.3] 6(42.8) [16.9∼68.8]
Profit(Industry) 4(12.5) [1.0∼24.0] 4(28.6) [4.9∼52.2]
Both 1(3.1) [0.0∼9.2] 1(7.1) [0.0∼20.6]
Not Reported 4(12.5) [1.0∼24.0] 3(21.4) [0.0∼42.9]

Assessment of selection bias
Random sequence generation

Low risk of bias 15(46.9) [29.6∼64.2] 11(78.6) [57.1∼100.0]
High risk of bias 0 0
Unclear 17(53.1) [35.8∼70.4] 3(21.4) [0.0∼42.9]

Allocation concealment
Low risk of bias 8(25.0) [10.0∼40.0] 5(35.7) [10.6∼60.8]
High risk of bias 0 0
Unclear 24(75.0) [60.0∼90.0] 9(64.3) [39.2∼89.4]
Unclear 24(75.0) [60.0∼90.0] 9(64.3) [39.2∼89.4]

*CI : confidence interval, †Funding categories were based on Als-Nielsen(2003)25).

Reduction among Overweight and Obese Chinese with 

Hyperlipidemia’라는 제목의 RCT에서는 고지혈증을 지닌 108명

의 과체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고단백식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

고자 하였다. 일차평가지표로 명시된 체중 조절(weight control)이 

고단백 식이군과 일반 식이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는데 유의

성 있게 나타난 이차 지표인 허리 둘레 감소(waist circumference 

reduction)를 제목에 내세운 것은 제목에 spin이 있는 좋은 예이

다30).

2) 초록의 spin: 초록 부분은 초록의 결과와 결론 부분으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총 54개(54/132, 40.9%)의 spin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결과 부분에서는 24개의 spin이(24/54, 44.4%), 결론 부분에

서는 30개의 spin이 발견되었다(30/54, 55.6%). 

결과 부분에서 가장 흔한 spin의 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

단 내 비교’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서양의학에서 3회, 보완대체의

학에는 3회, 운동 및 식이요법에서는 각각 7회, 총 13회(13/24, 

54.2%) 발견되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Effect of sitagliptin on intrahe-

patic lipid content and body fat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42)는 sitagliptin에 대한 임상 연구로, 일본에서 20명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지방간이 있거나 BMI가 25 

이상인 제 2형 당뇨 환자이며 일차평가지표는 intrahepatic lipid와 

body fat으로, 연구 목적에 명시되었다. 환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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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4주간 sitagliptin과 glimepiride를 복약하였다. Glimepiride

는 혈당강하제의 일종으로 본 연구에서 active control로 사용되었

다. 전후 비교시 sitagliptin군에서는 일차평가지표 변화가 유의하

였으나 대조군과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초록의 결과 부

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sitagliptin군 내 전후 차이의 유의성에

만 중점을 두어 보고하여 초록의 결과 부분에서 발견된 spin의 예

이다.

초록의 결론 부분에서는 30개의 spin이 발견되었는데(30/54, 

55.6%), 이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난 spin은 일차평가지표의 통

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효과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양

의학에서 5회, 보완대체의학에서 6회, 운동 및 식이요법에서는 각

각 9회, 총 20회 발견되었다(20/30, 66.7%). 

3) 본문의 spin: 본문에서는 총 76개(76/132, 57.8%)의 spin이 

발견되었다. 결과 부분에서는 총 18개의 spin이 발견되었는데

(18/76, 23.7%),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종류는 초록에서와 마찬가

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비교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서양

의학에서 2회, 보완대체의학에서 3회, 운동 및 식이요법에서 각각 

10회, 총 15회 발견되었다(15/18. 83.3%). 또한 결론 부분에서는 

총 29회의 spin이 발견되었는데(29/76, 38.2%),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종류의 spin은 또한 초록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서

양의학에서 4회, 보완대체의학에서 4회, 운동 및 식이요법에서 8

회, 총 16회 발견되었다(16/29, 55.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동등하다고 주장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일차 지

표를 고려하지 않고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만 중점을 두는 spin이 이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접근성이 높은 초록만을 보고 전체 논문을 

구독할지 결정하게 된다72). 그로 인해 본문에서 spin이 없더라도 초

록에서 발견되는 spin이 많을 것이라 추측했으나73), 1개의 논문에서 

spin이 발견된다면 초록과 본문에 걸쳐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5. 프로토콜 등록, 연구비 지원 및 선택 비뚤림과 spin과

의 연관성 분석 

프로토콜 등록, 연구비 지원 및 선택 비뚤림과 spin이 있는 연구

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Spin이 있는 논문의 경우 31.3%에서 연구 프로토콜이 등록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연구가 논문으로 출판되기 이전에 프로토콜을 

등록한 전향적 등록이 40.6%[23.6∼57.6], 연구가 논문으로 출판

된 이후 등록된 후향적 등록이 28.1%[12.5∼43.7]였다. Spin이 없

는 논문의 경우 프로토콜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14편 중 2편으

로, 총 14.3%[0.0∼32.6]였다. 

연구비 지원은 Als-Nielsen25)의 분류를 따라 비영리재단의 지

원, 영리재단의 지원, 비영리재단과 영리재단의 지원,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와 본문 중 표기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Spin

이 있는 논문의 경우 62.5%[45.7∼79.3]의 논문은 비영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12.5%[1.0∼24.0]는 영리재단의 지원

을 받았고, 연구비 지원 여부가 본문 중 표기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12.5%). 또한 한 편의 논문은 영리재단과 비영리재단의 지

원을 동시에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작성

된 논문도 3편으로, 9.4%[0.0∼19.5]에 해당하였다. Spin이 없는 

논문의 경우 42.8%[16.9∼68.8]가 비영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으며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21.4%[0.0∼42.9]에 해당하

였다. 제약회사나 건강보조식품회사 등 영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

행한 연구에서 spin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택 비뚤림과 spin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

작위 순서 생성과 배정 은폐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여 분석하였

다. Spin이 없는 연구인 경우 무작위 순서 생성에서 비뚤림 위험이 

낮게 나타났고(78.6%), spin과 배정 은폐의 비뚤림의 경우 이런 경

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출판된 비만

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차평가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RCT 보고에서 나타난 spin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만 중재 관

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올바른 보고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비만 중재 관련 RCT에서 중재 별로 spin이 얼마

나 있는지, 선행 연구에서 보고 비뚤림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여

러 가지 요소들과 spin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비만 및 과체중, 서양의학, 보완대체의학, RCT로 구성된 검색식

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개월간 PubMed에 

게재된 영어논문을 검색하였다. 총 2,106편의 논문 중 최종적으로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일차평가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RCT 46편이 선정되었다. 이 중 32편의 논문 즉 약 70%

의 연구에서 제목, 초록, 본문 중 한번이라도 spin이 존재하였다. 이

는 Boutron13) 등이 2006년 12월 한 달 간 발표된 모든 RCT를 

대상으로 spin을 분석했을 때 초록과 본문에서 spin이 한번이라도 

나타난 연구가 각각 68.1%, 61.1%로 집계된 결과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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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의 종류 및 분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비교에만 중점을 두는 spin과 시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둔 spin이 많았다. 아

울러 초록에 spin이 있으면 본문에서도 spin이 있는 식으로 나타나 

초록과 본문에서 spin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독자들은 초록을 

읽고 전체를 읽을 지 결정하게 된다74). 초록은 대부분 해당 저널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며, 독자는 접근

이 용이한 초록만 읽고 연구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문과 달리 초록에 spin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대개 초록에 spin이 있는 경우 본문 내용도 spin을 포함하고 있었

으며, 수치가 표현된 도표의 해석에서 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본문 내 연구 결과에 대해 제목, 초록과 본문의 통일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재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운동 및 식이요법에 관한 중재에서 

가장 많은 spin이 발견되었으나 서양의학, 보완대체의학, 운동 및 

식이요법 논문들 사이에 spin의 유무는 발생 빈도에 큰 차이가 없

었으며, 이는 프로토콜 등록 여부 등의 방법론적 요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피험자 수 80명 이하인 연구들에서 spin이 있

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무작위배정순서 생성 위험도가 낮은 

연구일수록 spin이 적다는 상관성만 볼 수 있었다. 

최근에 Nordic Cochrane Center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비만

치료제 ‘orlistat’ 허가와 관련된 연구 보고들이 설사나 변실금 등 

명백한 이상반응들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여 문제가 있음’이 드

러났다. 연구팀은 학계와 병원의 연구자들이 orlistat의 개발업체인 

로슈(Roche)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임상시험 논문 7편의 

내용을 이후 유럽식품의약품청에 제출한 관련 임상 데이터 요약본

과 비교했으며 논문에 기재된 부작용 사례들은 실제 임상 데이터에 

나온 사례의 14∼3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보건 의료와 관련된 보고 비뚤림은 중재의 안전성(safety)과도 관련

이 있다. 

Spin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 독자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주는 보고전략으로 결과 보

고내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보고 비뚤림과는 다르다. 그러나 연

구 결과에 대해 독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75) 환자의 치료와 관리

에 직결되는 임상 연구에서의 spin은 더욱 위험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중재의 

특성에 따른 spin의 분포와 종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문

헌의 종류13,76-79)(건강 관련 신문 기사,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등) 및 특정 질환80)

(암 등)에 관한 몇몇 spin 연구들이 있었으나, 비만에 관한 spin 

연구, 중재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최초이다. 비만은 매우 

흔한 질환이며, 다양한 예방 및 치료 방침이 존재하나 그 효과가 

명확한 중재는 드물다는 측면에서 비만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올바르

게 보고하고 또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드

러난 spi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검색 데이터베이

스가 PubMed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 대상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간 발표된 RCT로 제한한 결과 최종 포함 논

문 편수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식이요법 및 운동에 관한 연구

에서 비교적 많은 spin이 나왔으나, 다른 중재들과 그 발생 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은 분석 대상이 된 논문 수가 적기 때문이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과거 spin 연구에서도 최근 한 달 간 

출판된 RCT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참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비만 

연구로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기간을 최근 1년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시된 일차평가지표를 기준으로 spin에 대해 평

가하였는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일차평가지표가 변경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연구 프로토콜에서 명시한 일차평가지표와 최종 출판된 

논문에서의 일차평가지표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

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좋지 않은 시험의 경우 애초에 논문으로 출

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RCT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시험수치를 조작하여 출판한다면 해당 논문의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in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논문들

의 문제점을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spin에 대한 기준은 아직 객관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spin의 분류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이에 세 명의 연구자

간 논의로 가능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당 논문의 spin 유무를 판

별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spin에 대한 기준이 확립된다면 판단의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최근 출판된 비만에 대한 RCT 가운

데 일차평가지표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의 약 70% 가량에서 spin이 

존재하였다. 임상 연구의 프로토콜은 사전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

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STRICTA)와 같은 

보고 권장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프로토콜과 

연구결과 보고 사이의 간극, 과대 결과 해석 등으로 인해 spin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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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 결과 보고 시에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pin의 전략과 정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성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향후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여 누락 없이, 장기간의 출판

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비만에 있어서의 spin 외에 출판 

비뚤림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결과 그 자체와 그 결과의 

보고 방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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