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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시험에서 통계분석을 위하여 정의되는 분석대상군(analysis set)

은 무작위배정을 받은 모든 임상시험대상자가 모든 선정기준을 만족

하고 중도탈락 없이 계획된 임상시험 과정을 완벽하게 실시하고 이로

부터 자료를 완벽하게 기록하여 통계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인 상황이다[1]. 배정된 대로 분석 원칙(intention-to-treat principle, 

ITT원칙)은 무작위 배정된 모든 대상자를 처음 무작위 배정된 치료군

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획서 순응 여부에 관계없이 임상시험 종료

까지 추적 관찰하여 평가되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1,2]. 무작

위배정 임상시험에서 ITT원칙은 치료군과 대조군 간에 예후인자

(prognostic factor)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선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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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bias)과 교락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3]. 그러나 실

제로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계획서 위반이나 중도탈락으로 불

균형이 발생하여 임상시험대상자의 분석대상군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계획서를 위반하거나 비순응으로 중도 탈락된 환자

에 체계적인 편향이 있다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시험대

상자 가운데 어떤 환자를 제외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4-6]. 분석대상군 선택의 기본적인 원칙은 편의를 최

소화하고 제1종 오류가 커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shurafa et al. [3]은 MEDLINE 문헌고찰을 통하여 결측치가 발생하

였을 때 분석군의 정의와 이에 따른 결측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66개의 문헌 중 8%는 임상시험계획서 위배내용에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6.41.4.443&domain=pdf


Chiyeon Lim and Minjung Kwak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4 | http://www.e-jhis.org

근거한 통계분석군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38%는 임상시

험계획서를 위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측치 처리방법에 대하여 언

급은 하였으나 통계분석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고

찰한 문헌 가운데 55%에서 임상시험계획서 비순응군을 포함한 군과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결측치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가장 흔

하게 사용된 결측치 처리방법은 last-observation-carried forward 

(LOCF)이었다(50%). 또한 Abraha et al. [7]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표된 문헌들의 고찰을 통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의 통계분석군에 따

라 약효의 결과가 다르기도 하며, 임상시험 비순응자가 많은 통계분석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후자에서 시험약의 약효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임상시험결과분석에서 어떠한 대상자들을 분석대상군에 포함하여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유효성의 결과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분석대상군을 정의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계획서 위배자료의 블라

인드 검토(blind review)를 하는데 이것은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8]. 그러나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임상시험과정에

서의 블라인드 검토 절차에 대하여 그간 활발히 논의되어 오지 않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자 임상시험 계획서 

위배자료의 블라인드 검토의 중요성과 그 절차 그리고 분석대상군의 

명확한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분석대상군의 정의와 자료의 블라인드 검토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분석 결과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

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분석결과는 무엇보다 중

요하며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자료의 무결성과 검증 및 보안 

등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 자료의 품질보증(data quality control)을 하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품질보증을 위한 단계 외에 통계적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블라인드 검토이

다. 이 검토에서는 Figure 1에서와 같이 각각의 임상시험대상자들이 어

느 분석대상군에 정의되어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임상시

험을 진행하면서 Table 1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각 대상자들의 계획

Figure 1. Procedure of blind review for definition of analysis set.

Table 1. A list of protocol deviation/violation in vaccine study (example, n=200)

ID Protocol deviation/violation
Analysis set

PP set FA set Safety set

R001 A high fever after vaccination within 3 days 1 1 1
R002 Window period violation 0 1 1
R003 Drop-out 0 1 1
R004 Missing subject signature 1 1 1
R005 Failure to report serious unanticipated Problem/adverse events to the sponsor and IRB 1 1 1
R006 Missing the primary endpoint at baseline and final visit 0 1 1
R007 Missing the primary endpoint at 2nd visit 1 1 1
R008 Vaccination of prohibited vaccine 0 1 1
R009 Serious AE (Rash) 1 1 1
R010 No injection of any investigational vaccine 0 0 0
R011 Randomization error 0 1 1
… … … … …
R200 Administration a concomitant medicine 0 1 1

PP, per protocol; FA, full analysis;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AE, adverse event.
1: included, 0: not included.

Blind review

Protocol
Deviation/Violation lists

Full analysis
set

Per protocol
set

Safety 
set

Review

 ∙ Follow ITT principle?
 ∙  Violate the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  Major protocol violation/

deviation?
 ∙  Is statistical analysis 

possible?
 ∙  Serious/Continuing 

noncompliance?

 ∙ Do not break random code
 ∙  Do not attend the meeting 

who   generate the random 
codes

 ∙  Check suggestions from 
the blind review:

-  Amendment of the protocol  
update the statistical 
analysi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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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반 또는 위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 시험자를 어느 분

석대상군에 포함시킬지 결정한다.

분석대상자군을 정의하는 이유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유효성 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검토는 마지막 시험대

상자가 임상시험을 완료한 시점부터 맹검(blinding)을 위해 만들어졌

던 코드를 공개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분석군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일

차평가변수(primary endpoint)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만

약 일차평가변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계분석군의 정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태성 고혈압환자의 혈압강하효과를 보

는 12개월 임상시험에서 일차평가변수 정의를 수축기혈압의 변화량이

라고만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12개월과 기저상태를 일반적으로 변화

량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서 상 6개월째 수축기혈압

변화량을 주 평가변수로 확인하고 나머지 6개월은 안전성 추적을 위

한 연구라고 가정한다면 일차평가변수의 정확한 정의는 6개월간 변화

량이 된다. 이러한 경우, 임상시험의 위배 정도는 6개월 기준으로 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상시험계획서상의 분석대상군 

정의에 따라 각각의 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ICH E9에 의하

면 분석대상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먼저, 모든 분석 

대상자군(full analysis set, FAS), 계획서 순응 임상시험대상자군(per-

protocol set, PPS), 그리고 안전성군(safety set)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대

상군은 모든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라서 FAS와 같은 성격을 나타내지만 명칭을 modified ITT 

(mITT)라고 쓰는 것처럼 분석군을 나타내는 명칭이 바뀔 수도 있으

며, 특정군은 정의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는 

FAS와 PPS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석대상군

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위반 

또는 위배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분석군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것인지를 연구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FAS는 ITT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개념과 가능한 가장 가깝게 정의

되는 이상적인 임상시험 대상자 집단이다. 따라서 무작위 배정된 모든 

대상자로부터 계획서 위반 또는 위배내용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제외

사유를 적용시킨다. 제외되는 사례를 들어보면 주요한 선정/제외 기준

을 위배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단 한 번도 투여 받

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무작위 배정 이후로 일차평

가변수를 평가할 자료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주요한 사유를 제외하

고는 가능한 FAS에 포함시켜 분석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FAS의 경우

에는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측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를 계획서에 미리 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결측치 처리방법에 따

라 유효성에 대한 결과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PPS의 경우는 FAS에 포함되는 대상자 중 계획서를 잘 순응한 임상

시험 대상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무작위 배정된 모든 시험대상자 

군에서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를 치료 효

과로 설명할 수 있는 계획서 순응 임상시험 대상자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ICH E9에 의하면 PPS는 미리 정한 최소 기간 이상의 치

료를 완료한 경우, 주 결과변수의 측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선정

기준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계획서의 주요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

우 등으로 들 수 있다. PPS의 장점은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치료효과

의 과학적 모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S에서 제외되는 오류

의 경우에는 무작위 배정 오류, 병용금지약물의 사용, 순응도가 낮은 

경우, 결측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PPS의 단점은 이러한 임상시

험계획서 위배들이 많게 되면 계획서 비순응자들이 많아지고 이는 결

과가 보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활성대조군을 대조군으로 하

는 연구에서는 PPS를 주 분석군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때문이

기도 하다.

안전성군은 무작위 배정된 이후 임상시험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단 한번이라도 복용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모두 해당 군에 

포함시키게 된다. 

분석대상군 설정 시 유의 사항

분석대상군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연구계획서에서 분석군으로 ITT군이라는 분석군을 정의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ITT는 원래 ‘무작위 배정된 대로’ 즉, 의

도된 대로를 의미하며 통계분석군 정의에 앞서 무작위배정에 대한 원

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TT원칙에 따라 FAS군을 구체

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대상군을 정의할 때 계획

서를 위반하면 대상자를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차평가변

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결측치

가 있으면 PPS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일차평가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PPS에 제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계획서에 ‘주

요한’ 선정/제외 기준을 위배하면 PPS 또는 FAS에서 제외한다고 서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주요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선

정/제외 기준 항목 중 연구자마다 주요한 정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한 연구계획서에 가능한 하나의 FAS, 하나의 PPS가 존재

해야 하나, ‘주요한’의 의미해석에 따라 다양한 FAS 또는 PPS가 생겨나

기도 한다. 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FAS를 정의할 때 결측치가 발생할 경우 결측치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통계방법론이 연구계획서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며 결측치 처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 검토하는 민감도 분

석이 필요하다. 블라인드 검토에서 결측치 발생형태나 경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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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권장할 수도 있고 추가 연구를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조군을 두는 연구에서 FAS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들 중 임상시

험계획서 비순응자들은 주 처치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그러한 이유로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에서 주 분석군을 FAS로 정의

하기도 한다. 반면 비열등성이나 동등성 임상시험에서는 FAS에 포함

된 임상시험 계획서 비순응자들의 결과는 보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PPS를 주 분석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자료의 블라인드 검토절차

자료의 블라인드 검토 절차는 Figure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고, 분석

대상군에서 시험대상자나 자료의 제외 또는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절차는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의 무결성 및 질적 관

리를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블라인드 검토는 마지막 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완료한 뒤 맹검을 해지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된

다. 블라인드 검토를 위한 미팅에서는 계획서 위반 또는 위배 내용을 

Table 1과 같이 시험대상자별로 나열한 후 각 내용의 시험계획서 위반

정도에 따라 일차평가변수에 주는 영향력을 판단하여 FAS 또는 PPS

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성 분석군 정의 시 연구용 의약

품을 복용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계획서 위반내용에 상관없

이 모두 안전성 분석군에 포함시킨다. 블라인드 검토에서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작위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

2)  무작위코드를 생성한 통계학자 등은 해당 검토를 위한 회의에 참

석하지 않는다.

3)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참석한다.

4) 관련한 임상시험의 일차평가변수의 의미를 이해한다.

5)  관련한 임상시험의 다른 연구 결과들로부터 주요한 이상반응 등

에 대하여 미리 문헌고찰을 한다.

6) 블라인드 검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7)  블라인드 검토에서 나온 제안들 중 계획서 변경 또는 통계분석계

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 사항을 유의하면서 블라인드 검토는 Figure 1과 같은 과정을 통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블라인드 검토에서 기존의 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계획서 변경을 하거나 통계분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블라인드 검토는 통계분석을 위한 분석대상군을 정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검토 시 나오는 의견들은 문서화하여 통계분석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역시 통계분석 이전에 완료하여 분석결과 해석에 편향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 결측치 처리방법을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블라인드 검토에서 맹

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 계획서에 정의된 결측치 처

리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정의를 해야 한다면 관련 검토내

용을 문서화하고 계획서변경(amendment) 또는 통계분석계획(statisti-

cal analysis plan)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살펴보듯이 시험대상자 한 명 한 명의 계획서 위

반 또는 위배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석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결국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허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군 설정에 영향을 주는 블라인드 

검토 과정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하며 계획서 위반 또는 위배내

용을 판단해서 일차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검토회의에는 임상시

험을 수행한 연구자, 스폰서에서 모니터링을 한 담당자, 각 병원에서 모

니터링을 도와준 사람 등 임상시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행

한 관련자 등이 된다. 단지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각 시험대상자가 어

느 의약품/의료기기에 노출되었는지는 비록 공개임상시험이었을지라

도 검토 또는 회의 자료에 나타나서는 안된다. 또한, 무작위배정코드를 

생성한 사람(통계학자 등)도 블라인드 검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는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없애기 위함이다.

분석대상군들은 임상시험계획서 위배 사항 등에 근거하여 그 정의

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대상군들은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일 경우 대조군이 처치군인지 위약군인지에 따라 어느 분석

군이 더욱 과학적으로 비추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만약 

대조군이 처치대조군이라면 PPS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대상군으로 

간주되고 위약 대조군이면 FAS가 좀 더 위약대조군의 특성과 맞다고 

간주되어져서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에서의 주 분석군은 FAS로, 처치대

조군의 주 분석군은 PPS로 기술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AS의 특징이 허가를 받고난 뒤 실제 의료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많이 반영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처치대조군 임상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FAS와 PPS 두 분석군의 결과가 일치성(robust-

ness)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군의 역할

통계분석군을 임상시험계획서 위배 내용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

의하는 이유는 임상시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편향을 최소화하고 서

로 다르게 정의된 분석군 간의 결과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어떠한 대상군을 사용하더라고 주요한 임상시험 결과가 달

라지지 않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 특히 확증연구에서 

FAS와 PPS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난다면 주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및 

해석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추가적인 탐색적 분석을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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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의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효과의 발견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

석대상군을 정의하며 이때 분석대상군 간에 가능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사결

정을 내리기 전에 임상시험 전체에 대한 점검이나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상의 질적 관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나 또는 별도로 자료의 

품질관리 및 점검도 시행한다. 이러한 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 블라인드 검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적은 

형편이다. 임상자료에 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관련기관 등에서 널

리 알리고 교육을 통하여 인식이 높아진 것처럼 블라인드 검토에 대한 

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라

인드 검토는 분석대상군 정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의약

품이나 의료기기의 유효성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대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군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유효성이나 성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군 정

의를 계획서에 미리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분석대

상군 정의 시 미칠 수 있는 편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서 분석대상군의 명확한 정의와 자료의 

무결성과 질적 관리 확보를 위한 블라인드 검토 중요성과 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분석대상군의 

정의와 결측치의 처리에 따른 유효성 분석을 모의실험과 민감도 분석

을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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