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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시험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통계적 설계를 위하여 참조하거

나 따라야하는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 Interna-

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

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E9은 임상시험에서의 통계 원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ICH E9은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설계, 자료분석의 

통계적 방법의 원칙들을 제시한 것으로 임상시험을 위한 설계, 수행, 

분석,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며, 신약 승인을 위한 자료 준비와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다[1]. 이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계획서의 오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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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are essential for clinical trial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o apply the appropri-

ate statistical design or methodology. Prior to conducting a clinical trial, the research protocol requires approval from the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or regulatory agency approval, and contains a variety of contents. The research protocol conducts clinical trials according to GCP (Good Clinical Practice) 

and describe clinical design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 for demonstr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new drug or new medical devices using the 

obtained data in clinical trials. At this time, statistical design is applied for the protocol based on the primary study objective. The primary study objective 

is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imary endpoint to evaluate this, the sample size, the technique of minimizing the bias,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method of test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However, statistical errors and contradictions are easy to find in the study protocol and the same errors are 

repeated many times, so in this paper we aim to avoid these errors in clinical studies and apply them correctly in clinical trials, intended to be helpful in 

derives scientific design, validity, and reli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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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전체 약 4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다루는 내용

은 방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서적을 통한 학

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임상시험에 있어 통계학은 필수적이며,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모니터

링 등을 거쳐 결과보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임상연구

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2]. 그러나 

임상시험 계획서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통계적 설계나 방

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표본크기 계산

의 경우는 연구의 주 목적과 통계적 방법 등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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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실패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를 잘못 정의했을 경

우, 모집단(population) 정의를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시험대상자 수

(sample size)를 잘못 계산했을 때이다. 

이는 모두 연구계획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구 계획단계의 올바

르고 과학적인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연구를 함에 있어 이런 오류들을 피하고 올바르게 적

용하여 임상시험의 과학적 설계를 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타당

성과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시 일반적 고려사항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에는 많은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연구

에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연구시작 단

계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의 주 목

적(primary objective)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가설

이 세워지고, 이 때 평가되어질 주평가변수(primary endpoint)가 정의

된다. 또한 주평가변수를 얻기 위한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가 

계획되고, 이로부터 통계학적 분석방법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때 정해

진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시험대상자수를 계산하게 되고,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가설이 입증되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

게 잘못된 설계는 임상시험 실패로 이끄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는 서로 독립인 두 군(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면서 실험 설계는 병행설계일 때, 주 평가변수인 일차

평가변수가 하나 일 때, 그리고 두 군의 차이값(시험군-대조군)이 0보

다 클 때 시험군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가정했다.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설정

확증연구는 연구의 주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연구계획단계에서 제1종 오류(type I error)의 최대 허용치인 유의수준

(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정해진 유의수준

을 이용하여 시험대상자 수(표본크기, sample size) 계산 및 통계적 가

설검정(hypothesis test)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설검정 시 양측검정

(two-sided test)에서는 0.05를 단측 검정(one-sided test)에서는 0.025라

는 값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해진 값은 아니다. 경

험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며, 다만, 그 값이 클 경우에는 귀무가설(H0, 

null hypothesis)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제1종 오류가 커

져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유의수준 설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방법을 동시에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리 정한 유의수준 값에 의하여 시험대상자수가 결정되고, 

가설검정에도 사용된다. 미리 정한 유의수준으로 표본크기 계산에 반

영하고, 가설검정 시(신뢰구간 계산 포함)에도 같은 값의 유의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연구가설이 여러 개 이거나 일차평가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보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주 평가변수, 주로 일차

평가변수를 평가함에 적용된다. 셋째, 연구의 주 목적에 대한 가설검

정을 할 때, 최종 의사결정시 미리 정한 유의수준이 사용되며, 이때 정

규성검정, 등분산성검정, 교호작용검정 등과 같이 최종 가설검정 중간 

단계에 사용될 유의수준은 따로 정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통계학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 설정

검정력은 대립가설(H1, alternative hypothesis)이 참일 때 이를 받아

들일 확률이다. 연구의 주 목적(primary study objective)을 대립가설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검정력이 높다는 것은 하고자하는 임

상시험을 통하여 연구의 주 목적을 잘 증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시험대상자 수를 계산할 때, 유의수준과 더불어 적절한 검정력을 

얻기 위한 수를 계산하는 것은 의도하고자 하는 연구에 필요한 대상

자수의 과학적이고 적절한 수를 계산할 때 꼭 반영되어져야 하는 이유

가 된다. 검정력 설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대상자수를 높이기 위하여 검정력을 높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경험수치는 80%인데, 단순하게 수를 늘이기 위

한 목적으로 95% 등으로 그 값을 크게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틀

린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정력을 높이는 본연의 이유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상시험이 끝난 뒤 검정력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별 의미가 없다[3]. 이미 종료된 임상시험의 결과로 검정력

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효과크기의 임상적 의미, 시험대상자수의 적절

성 등을 고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비교형태(comparison of type)에 따른 가설설정

임상시험은 탐색시험(exploratory trial)과 확증시험(confirmatory tri-

al)으로 나뉠 수 있다. 탐색적 임상시험은 미리 정의된 가설을 검정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자료의 탐색을 통하여 새로운 가

설을 세울 수도 있다[1]. 그러하다보니 임상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

교 형태는 효과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효과차이 검정(equality test)을 

많이 하게 된다. 반면, 확증시험은 탐색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분명하

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월성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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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ity trial), 비열등성 임상시험(non-inferiority trial), 그리고 동등

성 임상시험(equivalence trial)을 주로 하게 된다. 효과차이 임상시험은 

양측가설이고 우월성 임상시험, 비열등성 임상시험 그리고 동등성 임

상시험은 단측가설이다[4]. 비교형태에 따른 올바른 가설 설정이 중요

한 이유는 이는 표본크기 계산과 가설검정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

설 설정에 있어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월성 임상시험의 가설을 양측가설로 설정하는 계획서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월성 임상시험은 단측가설로 세워야 한다. 둘

째, 비열등성 임상시험의 대립가설에 등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립가설에는 등호(=)를 넣지 않는다. 셋째, 동등성 임상시험

을 양측가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동등성 임상시험은 

단측 가설을 두 번(two one-sided test)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의 주 목

적을 가설로 세울 때 일차평가변수(primary endpoint)를 사용하여 설

정하여야 한다. 

일차평가변수(primary variable, primary endpoint)

일차평가변수는 연구의 주 목적을 검정하기 위하여 정의되는 주요 

변수이며[1], 질병에 따라 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평가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 있다. 이 일차평가변수는 연구계획서 전체의 흐름을 잡아간

다. 일차평가변수 설정시 오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평가변수를 정의할 때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치료시점을 반영하여 정의해야한다. 둘째, 차이값을 사용할 때는 전에

서 후를 빼는 값인지 후에서 전을 빼는 값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하

고, 시험군에서 대조군을 빼는지 대조군에서 시험군을 빼는지 정의가 

명확해야한다. 이 부분은 표본크기를 추정할 때와 가설검정할 때 올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일차평가변수를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신뢰구간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통계학적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비뚤림(bias)을 없애는 설계 단계에서의 기법

임상시험에서 비뚤림을 피하기 위한 이루어지는 주요 설계 방법은 

눈가림법(blinding)과 무작위배정(randomization)이며, 이 두 가지는 규

제기관으로부터 판매허가 신청을 위한 비교 임상시험의 일반적 특성이

다[1]. 무작위배정과 눈가림법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무작위배정에서는 첫째, 대상자들에게 어떤 처치에 노출되는지 유

추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하여 연구계획서에 블록 크기

(block size)를 공개하면 안 된다. 둘째, 무작위배정 프로그램에 사용한 

초기값(seed number)을 공개하면 안 된다. 셋째, 층화요인을 고려하였

을 경우, 이 층화요인들은 자료의 주 분석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대조 임상시험들은 대부분 이중눈가림(double-blind)을 시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상적인 이중눈가림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일눈가림(single-blind)이나 공개(open) 임상시험 

설계를 해야 하고 이때는 비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평가자 눈가림(assessor-blind)이나 주평가변수의 객관화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눈가림법에서 종종 들어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눈가림 임상시험에서 평가자 눈가림을 더했을 경우를 이

중눈가림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방법은 주평가변수 평

가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 이중맹검

이 아니고, 단일맹검이다. 둘째, 임상시험 수행에서 사실상 이중눈가림

이 유지 되지 않지만, 이중눈가림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중눈가림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일눈가림을 하고 비뚤림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대상자수 계산(sample size calculations)

시험대상자수(표본 크기) 계산은 일반적으로 연구의 주 목적에 의

하여 계산되어진다. 즉, 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 목적을 입증하기 위하

여 정당한 시험대상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임상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수 계산 시 주로 발생하

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초의 연구이거나 유사연구가 없을 때,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계산하여 연구의 주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연구(pilot study), 중간분석(interim analy-

sis) 등을 통하여 표본크기를 추정하거나 시험방법을 적응적 임상시험

(adaptive design) 등으로 설계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시

험대상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일차평가변수가 아닌 다른 평가변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차평가변수로 표

본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셋째, 일차평가변수의 통계 주 분석법이랑 시

험대상자수 공식이 전혀 무관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시험대상자수 

계산을 위하여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 방법으로 계산하였다면 

통계분석법에 맞는 표본크기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넷째, 

모수 추정 시 모집단(population)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험대상자수 계산을 위하여 모수 추정 시에는 모집단을 잘 대

표할 수 있는 모수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시험대

상자수는 올림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버림이나 반올림을 하지 않는

다. 여섯째, 동등성 임상시험(equivalence trial)은 단측 검정을 두 번 하

기 때문에 검정력을 보정하여야 하며, 표본크기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한다.  

통계분석군(statistical analysis set) 정의

임상시험이 끝나고 통계분석군을 정의해야 한다. 통계분석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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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유는 주요한 위반사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평가변수에 대한 가설검정

비교형태에 따른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주 방법은 신뢰구간을 이용

하는 것이다. 만약 시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값(시험군-대조군)이 0보다 

클 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우월성은 신뢰구간 하한치가 우월성 

한계치보다 커야하고 비열등성은 하한치가 비열등성한계치보다 커야

하고 동등성은 상한치와 하한치가 동등성한계치 안에 들어와야 한다

[1,6]. 이때 등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대립가설에 등호는 없다. 비교형

태에 따른 가설은 Table 1에 주어져 있다. 

혹자는 유의확률(p-value)이 주어진 유의수준보다 적으면 비열등성, 

우월성 그리고 동등성을 만족한다고 착각을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Figure 1A를 보면, 우월성 임상시험의 경우, 신뢰구간의 하한치는 미리 

정의된 우월성 한계치(δs)보다 커야하며, 이 경우 유의확률이 주어진 

유의수준보다 적다. Figure 1B는 비열등성 임상시험에 해당되며, 신뢰

구간의 하한치가 미리 정의된 비열등성한계치(δNI)보다 커야하며, 이 

경우 유의확률은 주어진 유의수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Figure 1C는 동등성 임상시험에 해당되며, 신뢰구간의 하한치 및 상한

치 둘 다 미리 정의된 동등성 한계치(δe)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 경우,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다. Figure 1D의 경우는 효과차이 검정에 

대한 것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으면, 효과차이가 없다는 뜻

이며,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비교군과의 효과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전자는 유의확률이 주어진 유의수준보다 큰 값을 가지며, 후자의 

경우는 주어진 유의수준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것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구계획서 위반 및 위배 내용 등

을 기준으로 해당 대상자를 연구계획서대로 잘 순응한 군(Per-Proto-

col Set, PPS)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들을 포함하면서 연구계획서 위

반 및 위배는 했지만, 주요한 내용들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FAS 

(Full Analysis Set)에 포함할지 정해야 한다[5]. PPS와 FAS로 분리할 때 

구분 기준은 주평가변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위반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 미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분석군을 정하는 블라인드 미팅(blind meeting)은 임상자

료관리(clinical data management)가 끝나고 자료분석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통계분석 도중이나 주유결과를 알게 된 이후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둘째, 블라인드 미팅 시에는 각 대상자들의 무작

위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 무작위배정코드가 공개될 경우, 해당 시험

자의 위반 또는 위배 내용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분석군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요한 사항을 위

반한다고 했을 때, 주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계획단계에 미리 정해야

Table 1. Hypothesis according to the type of comparisons

Type of comparisons
Hypothesis

H1 H0

Test for equality μt – μc ≠ 0 μt – μc = 0
Test for superiority μt – μc > δs ( > 0) μt – μc ≤ δs

Test for non-inferiority μt – μc > δNI ( > 0) μt – μc ≤ δNI

Test for equivalence | μt – μc |> δe | μt – μc |≥ δe

μt, Population mean of test group; μc, Population mean of control group; 
δs, Superiority margin; δNI, Non-inferiority margin; δe, Equivalence margin. 

Figure 1. Hypothesis test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ype. (A) Test for superiority trial. (Continued to the next pag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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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inued) (B) Test for non-inferiority test, (C) Test for equivalence test, (D) Equality test. CI, confidence interval; L, lower bound of a CI; U, upper 
bound of CI; α, level of significance. Empty circle means that it does not belong the compared value such as margins.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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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측 가설을 유의확률로만 판단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효과차이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우월성, 비열등성, 그리고 동등성 임상

시험은 단측 가설이므로 신뢰구간으로 판단한다. 

둘째, 신뢰구간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과 임상적 한계치(우월성, 비열

등성, 그리고 동등성 한계치)를 비교할 때 그 값은 포함되면 안된다.

결측치(missing value) 처리

임상시험의 경우 결측치 발생은 흔하게 일어난다.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통계학적 방법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미리 그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결과해석 시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는 방

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결측치에 대한 일반적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측치 처리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

우가 종종 있다. 결측치 처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그 방법은 명확하게 연구계획단계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결측

치 처리를 적용하게 되는 평가변수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

우, 일차평가변수에 한해 많이 하지만, 이차 평가변수에서도 결측치 처

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실험실자료의 경우는 결

측처리를 하지 않고 ‘얻어진 값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셋째, 결측치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경우, 민감도 분

석(sensitivity analysis)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Last Observation Car-

ried Forward (LOCF)가 모든 평가변수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

으로 이 방법이 보수적결과를 유도할 때가 많아서 사용의 빈도가 높

을 뿐이다. 

공분산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통계분석방법에 대한 오류는 여러 논문에서도 언급을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형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일차평가변수인 임상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분산분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공분산분석에서는 공변량(covariates)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변량이 임상시험 주 평가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

다[7]. 공분산 분석에 있어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계획서에 공변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분석시 여러 가지 공

변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공변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변량은 연구계획 시 미리 정해야 한다. 둘째, 

공분산분석을 할 경우 산술평균이 아닌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 

Mean)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주 분석이 공분산분석일 경우, 신뢰

구간의 계산도 공분산분석에 의하여 계산되어져야 한다. 넷째, 공변

량이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통계분석단계에서 

검정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변량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분

석단계에서 검정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호작용을 확인할 때 유의

수준은 얼마로 할지 연구계획단계에 미리 설정해야한다. 일곱 번째, 

공변량의 효과와 교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한 후 최종 모형에 해당 내

용을 반영할지 안 할지 정한 다음 최종 분석 결과를 결과로 제시하여

야 한다. 

고찰 및 결론

임상시험의 종류는 목표로 하는 질병, 연구의 단계, 의약품개발인지, 

의료기기 개발인지, 탐색단계인지, 확증단계인지, 대조군의 설정 등 아

주 많은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연구설계를 잘 계획하여도 현

실적으로 수행가능여부를 고려할 때 비용-효용(cost-effectiveness) 등

의 문제로 trade-off가 발생하기도 한다[3]. 각 상황에 맞는 통계학적 설

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한 가지로 정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간단한 설계를 통하여 의약품

이나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설계할 것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결

정시 복잡한 가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복잡성 및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상관

없이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다루었고, 여기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임상시험 설계에서부터 결과보고까지 발생하는 통계학적 오류가 더 

있다. 이러한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주 

목적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가설설정, 주평가

변수정의, 실험설계, 자료분석의 통계적 방법, 표본크기 설정까지 모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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