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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다변량 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 ① 예측되는 결과의 크기에 따라, ② 이변
량분석에서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③ 다중로짓회귀분석과 proportional hazard는 발생
건수가 최소 10건이상, 다중선형회귀분석은 발생 건수가 최소 20건 이상이 되도록
2. 표본의 크기에 비해 독립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 독립변수를 줄이는 방법 : ① 변수생략(by
theoretical, measurement, empirical) ② 변수통합(by 불리언기호를 사용, 척도를 사용, 요인분석)
3. 연구도중 연구대상자가 탈락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 ① 삭제 ② censoring

1. 다변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대상(subjects)이 필
요한가?
이변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변량 분석에서도 표본의 크기(sample
size)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효과의 크기 및 자료의 타
당성에 따라서 결정한다. 위험요소(risk factor)가 결과(outcome)와 강한
상관관계(OR=4.0)를 보이는 경우보다 위험요소가 결과와 약한 상관관계
(OR=1.5)를 보이는 경우에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 이는 표본의 크기
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OR이 1.0에 가까워질수
록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뢰구간이 커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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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클수록, 귀무가설을 증명할 수는 없을 지라도 1종 오류(상관관계가 있으나 놓칠 경우)는
줄일 수 있다. 또한 변이가 큰 변수에 대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증명할 때에도 표본은 커야 좋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서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다변량 분석의 결과는 예측하기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통계학
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명망있는 책1)에 실린 공식에 따라서 이변량 분석에 필요한 표본
의 크기를 결정해라. 만약 종속변수가 결과율이라면 누적발생률(예, 3년
의 결과발생률)을 구한다. 표본의 크기가 이변량 분석에서 효과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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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보가를 위한 가이드로는 Hulley SB, CUmmings SR.의 Designing clinical research. Baltimore: Willians
and Wilkins, 1988, pp. 139-50가 좋고 좀더 포괄적으로 공부하기에는 Friedman LM, Furber CE, Demets
DL이 쓴 Fundamantals of clinical tirals(2nd ed.). Littleton, MA: PSG Publishing Co., 1985, pp. 83-107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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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부족할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도 효과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다중로짓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과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의 경우, 모든 독립변수마다 최소한 10건이 발생해야 한
다. 표본의 크기보다는 발생건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특정한 결과(또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의학분야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발생률은 절반이하이다. 만약 한 연구에 적용대상이 1,000명이
넘을지라도 5명에서만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효과를 증명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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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위의 결과는 오직 5명에 근거한 결론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람이 많은 집단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본의 크기는 두 개의 비교 집단 중
에서 표본의 크기가 더 작은 집단을 기준으로 정한다.
변수 당 10개의 발생건수는 단지 참고치일 뿐이다. 따라서 한 연구의 표본크기가 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도 있다(가령,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릴 수 있
다!). 반대로 각 독립변수 당 발생 건이 10건 이상일지라도 연구주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독립변수가 연구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중에서 발생률이 더 적은 경우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
이제 앞서 제시한 원칙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Schwarcz 등은 HIV 감염자에서 페렴구균
성 폐렴(PCP, pneumocystic pneumonia)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326명의 환자로 이들은 모두 폐렴구균성 폐렴(PCP)에 걸렸다.
326명 중에서 114명(35%)은 PCP로 진단받기 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고 나머지 212명(65%)는
받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6개의 독립변수를 정했다. 앞서의 원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최소한 60명(6개
의 독립변수×최소 10건)이 필요한데, 발생한 대상수가 더 적은 쪽이 114명이므로 이는 충분한 수로
no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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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표 7.1을 살펴보면, 로짓회귀분석에서 두 가지 변수(백인이 아닌 사람, 비보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군에서 PCP 발생률이 낮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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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별(sex)의 경우 여성의 표본은 7명뿐(총 표본의 2%)으로 OR 값이 0.81임에도 불구하고
P-value>0.87, 신뢰구간이 0.06~10.12로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보인다. 즉 이성애자(heterosexual)의 표본은 30명뿐(총 표본의 10%)으로 신뢰구간이
0.78~13.03으로 매우 넓다.
일반적으로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이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logistic regression과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는 것
은 연구결과가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 만큼의 표본이 있다는 것을 의미
Tip

한다.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로짓회귀분석이나 propor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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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s regression에서처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결과변수가 간

표본의 수가 독립변수 당

격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대상자가 결과변수의 발생건수가 되기 때문

최소한 20개 이상의 표본

이다. 그러나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도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표

(발생건수가 아니라)을 갖

준오차가 커지므로 독립변수 당 최소한 20개 이상의 표본(발생건수가 아

아야 할 것이다.

니라)을 갖아야 할 것이다. 물론 표본의 수가 적다고 모든 분석이 가치
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계수(coefficients)를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표본의 크기에 비해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까?
만일 표본의 크기에 비해 독립변수가 너무 많다면,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독립변수의 수를 줄여야
한다.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
부분의 연구자들은 독립변수를 줄이는 쪽을 택한다. 표 7.2는 독립변수를 줄이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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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수를 생략하는 방법
(1) 이론적으로 고찰(theoretical considerations)하는 방법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중에 연구대상 질병에 대하여 병리생리학적으
로 중요하지 않은 독립변수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상
동맥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유무를 독립변
수로 잡을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자가 건강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행태(저지방 식이, 운동 등)를 실천할 경우, 안전벨
트의 착용은 관상동맥질환의 likelihood를 줄이는 데에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단코 안전벨트의 착용은 관상동맥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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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지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포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측정치를 고찰(measurement considerations)하는 방법
만일 두 개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연구자는 두 개의 변수
중 하나를 생략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비슷한 상관성을 보일
경우에,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다른 변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변수가 완벽하게 상관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하나만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즉, 정보 손실율은 상관성의 정도와 관련된다. 하지만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생략할 독립변수를 결정해야만 한다.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을 변
수는 multicollinearity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고 자료손실(missing data)이 적고, 측
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것으로 결정한다.

(3) 경험적으로 고찰(empirical considerations)하는 방법
연구자는 경험적인 결과에 비추어 생략할 변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장 흔히 이용하는 경험적인
방법은 이변량 분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본
이 매우 크지 않는 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할 때는 0.05 p-value값을 cut off값으로 하여 p-value
가 0.05미만인 변수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변량 분석에서 p-value < 0.15
이거나 p-value < 0.20인 변수만을 다변량 분석에 포함시킨다. 단 억압효과(suppresser effect)를 볼 경
우에는, 변수가 이변량 분석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1.3장-11p-을 다시
떠올려 보면 zidovudine을 쓸 경우에, 다변량 분석에 따르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변량 분석에 따르면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선택절차(variable selection procedures) 또한 흔하게 이용하는 경험적 방법이다. 이 절차는 8.9
장(111p)에서 설명할 것이다.
연구자의 주 관심사가 하나의 주요 변수와 그 결과 사이의 관계인 경우, 관심 있는 독립변수인 동
시에 이변량 분석의 결과변수인 것만을 변수에 포함시키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조건을 만족
시키는 변수는 혼란변수이거나 억압변수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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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형된 방법은 주요한 효과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독립변수만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hamber 등은 fluoxetine(Prozac)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birth outcome)을 연구하기 위하여 임신 말기
에 fluoxetine을 복용한 산모의 출생아 70명과 임신 초기에 fluoxetine을 복용한 산모의 출생아 98명
중에서 조산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산아는 14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변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
요한 효과 - 임신 중 fluoxetine의 초기 복용과 말기 복용에 따른 효과 - 의 측정값에 10% 이상의 변
화를 주는 독립변수만을 선정했다. 11개의 변수만이 이 기준에 부합하여 이것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변수(모성연령, fluoxetine 복용량)는 이론적인 이유로 변수에 포함시켰다.
총 13개의 독립변수와 14명의 조산아 발생 건수로는 변수 당 10건 이상이 발생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fluoxetine에 늦게 노출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OR=4.8). 독립변수는 많고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는 적었으므로 95% 신뢰구간은 넓었다(1.1~20.8).
신뢰구간에서 1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말기 fluoxetine 복용은 조산아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
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손익을 따졌을 때, 신뢰구간 중에서 1.1의 OR값과 20.8의 OR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나. 변수를 통합하는 방법
(1) “그리고/또는(and/or)”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개 이상의 연관성 있는 변수는 ‘그리고/또는’ 구절을 사용하여 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 fluoxetine을 복용하는 것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birth outcome)을 연구하는 경우에, 연구자는 고
혈압, 전자간증, 자간증을 하나의 변수로 묶었다. 즉,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증 하나 이상의 질환
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변수가 모두 'yes'로 코딩되고 셋 중 어느 질환도 있지 않은 경우는 변수가
‘no'로 코딩된다.
‘그리고/또는’ 구절은 변수가 multicollinear(예: 자간증을 가진 환자는 모두 전자간증이 있는 경우)
이거나 표본집단의 대다수가 동일한 독립변수값을 갖을 때(예: 자간증은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이므로
대다수는 변수가 'no'로 코딩되는 경우)도 도움이 된다. 독립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의 값이 표본집단
의 대다수에서 동일한 경우는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2) 통합 척도(summation scales)를 사용하는 방법
단순히 기능 상태나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복합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자
는 척도(scales)를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에서야 척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
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척도의 사용여부는 연구 설계단계에서 결정한다.
척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연구문제(all questions)는 같은 방향(same direction)으로 코
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결과는 더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예로, 모든 변수는 동일 범주의 순위척도를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변수는 0~10 척도를 쓰
고 다른 변수는 0~5 척도를 쓰는 경우 전자는 2배의 가중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변수를 순위척도
로 나눈 경우, 일단 변수들을 통합했다면 하나의 순위척도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평균값이 한 변수의
값을 대신한다.
척도를 만들 때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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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대부분이 결측값(missing value)인 경우, 그 척도의 값은 결측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반 이상이
타당한 경우, 결측값은 척도를 구성하는 표본들의 평균값으로 대치한다. 평균값으로 대치한 후, 척도
들로 나타내고 각 척도의 값은 그 척도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수로 나눈다.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측값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각 대상(subject)을 결측값이 아닌 변수
의 수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subject)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 5개의 변수 중 4개
에서만 타당한 값(valid response)을 보였을 경우, 4개의 값을 합하여 4로 나눈다. 마찬가지로 5개 모
두 타당한 값을 보일 경우, 5개를 합하여 5로 나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구성하는 변수 중 최소한 반 이상의 자료는 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만 유효하다. 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흔한 방법은 alpha이
다. alpha는 신뢰도계수(reliability coefficient)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alpha가 0.65보다 커야 변수들이 신뢰할 만한 척도를 만든다.

Tip
일반적으로 alpha가 0.65
보다 커야 변수들이 신뢰
할 만한 척도를 만든다.

(3) 요인분석법
요인분석법은 행동과학에서 다중으로 연관된 독립변수(multiple related independent variables)의
수를 줄이고자 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다중으로 연관된 독립변수를 몇 개의
잠재요인(underlying factor)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줄인다.
각 요인은 변수에 가중치를 써서 통합(weighted combination)한 값이다. 변수의 개수를 요인의 수만
큼으로 줄이기 위하여 각 변수의 대상값(subject's value)에 근거하여 요인별 점수(factor score)를 개발
한다. 각 독립변수들은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 정도는 제각각이다.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요인을 구분한다.
임상연구자에게 있어서 요인분석의 주요한 문제점은 원래의 변수를 잃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폐렴회복에 관련된 변수에 대한 요인별 점수(factor score)를 개발
했다고 하자. 첫 번째 요인은 환자 comorbidity(연령, 기저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의 과거력)를 나타내
고, 두 번째 요인은 virulence of attack(방사선 소견의 심각성 정도, 높은 열, 특정 조직의 회복)을, 세
번째 요인은 치료효과(첫 번째 투약속도, 적절한 항생제 선택)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자료
를 폐렴의 병리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자료를 만족스럽게 통합한 예이다.
proportional 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환자의 comorbidity, virulence of attack 요인이 많으면 생존
율이 나빠지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좋아지는 것의 상관관계를 밝힌다고 가정해보자. 그
러나 이러한 요인의 요인별 점수(factor score)를 매기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유용
한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요인이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요
인이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어떤 변수는 요인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으
면서도 연구결과(outcome)와는 상관관계가 적을 수 도 있다. 왜냐하면 요인분석은 변수들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들을 한 집단으로 묶기 때문에 결과변수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인분석은 임상적인 자료를 분석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다. 행동과
학처럼 측정하기 복잡한 문제(자기 존중감, 자율성 등)를 다룰 때는 한 개의 변수를 잃어도 요인분석
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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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중에 연구 대상(subject) 중 일부분이 탈락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적인 임상연구에서 연구가 완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연구 대

Tip

상자가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사를 가버린 경우, 부작용이

임상 연구는 다른 연구와

생겨서 연구를 중단하는 경우, 연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적관찰자

는 다르게 연구 중단에

수가 줄어든 경우 등이 그 예(표 7.3)가 될 수 있다. 임상 연구는 다른

탈락한 대상자를 처리할

연구와는 다르게 연구 중단에 탈락한 대상자를 처리할 일이 생긴다. 탈

일이 생긴다.

락자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연구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경우에 처음 표본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다. 만약 연구기간이 5년인 연구가 3-4년 진행
되었다면, 연구 대상자는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이를 탈락할 경우 이는 연구의 오류(bias)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연
구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추적기술을 일명 censoring이라
고 부른다. censoring은 생존분석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censoring을 통하
여 탈락한 대상자를 다시 추적 관찰하기도 하고 대상자마다 추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구종료
시점에서 censoring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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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Censoring을 통해 연구
종료시점까지 연구 대상
자를 추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