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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건강수준지표(SMPH) 측정을 위한 실험설계

-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한 연구설계 -

이준  1), 윤석준 2), 이희  3), 장명국 4)

요   약

측정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전검사이론은 관찰점수를 진점수와 측정오차로 구분하여 

측정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통계적 모형을 사용한다면 다중오차원

에 기인하는 측정값의 변동을 각 변인들의 기여 정도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실험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련 지표의 측

정을 위한 실험설계의 일환으로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용어 : 일반화가능도 이론,  질병부담,   G-연구,  D-연구,  일반화 계수,  분산분석

1. 서론

   질병부담의 측정(measuring a burden of disease)은 이러한 측정이 인구집단의 일반적인 건

강상태를 기술하거나, 국가 간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비교하고, 한정된 의료자원

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평가, 또는 공중보건적 중재(public health intervention)의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 analysis)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주된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다(Brown et al., 2001). 전통적으로 질병부담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온 지표

들로는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이나 비례사망률(proportional mortality rate)과 같은 기초 사

망지표(mortality index), 손실생존가능연수(years of potential life loss index; YPLL), 초과사망

률(excess mortality ratio; EMR)과 같은 종합 사망지표, 그리고 발생률(incidence rate), 유병률

(prevalence rate), 치명률(fatality rate)과 같은 상병지표(morbidity index)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만성질환의 긴 상병기간 및 상태, 즉, 질병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한다는 사망지표의 한계점(윤석준 등, 2000), 질병을 앓고 난 후 향상된 건강상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병지표의 약점(Barendregt et al., 1996), 건강중재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재

의 편익을 건강상의 단일지표로 합성할 필요성(Barnum, 1987)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사망 및 상

병지표를 결합하여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단일지표로 나타내기 위한(single index of mortality 

and morbidity)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단일건강수준지표(Summary Measures of 

Population Health; SMPH)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Sullivan, 1971). SMPH는 비용-효과 측면

의 경제성 평가(economic use) 및 우선순위 결정(evaluative use), 지역간 혹은 국가간 건강수준

의 비교(descriptive use),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질병, 손상, 건강위험요인 등으로 분류

(causative use)하고자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Murray et al., 2002). 자주 사용되는 단

일건강수준 측정지표들로는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건강생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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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health life year; HeaLY), 활동장애가 없는 건강여명(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DFLE), 

그리고 질보정생활년수(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 등을 들 수 있다.  

   단일건강수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회의에서 PTO(person 

trade-off) 혹은 TTO(time trade off) 방식을 통해 각 질병들의 장애가중치(disability weight)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장애가중치란 사망(0)과 완전한 건강(1) 사이에 위치하는 특정 질병상태

의 상대적인 값을 의미하며, 이렇게 얻어진 장애가중치를 사용해 질병부담(disease burden)을 

측정하게 된다(도 경 등, 2004). 따라서 장애가중치에 대한, 원하는 수준의 객관성 및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실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측정값의 다중오

차원들을 분리․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론의 일반성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가능도 이

론(generalizability theory)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질병의 장애가중치에 대한 

사전조사(pilot study) 자료를 사용해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실험계획 방법을 제시하 다.

2. 일반화가능도 이론(generalizability theory)

   일반화가능도 이론이란 행동측정치(behavioral measurement)의 의존성(dependability)에 관

한 통계적 이론이다(김성숙, 김양분, 2001). 여기서 의존성이란, 관찰대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값

을,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모든 가능한 조건들 하에서, 해당 관찰대상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값

들의 평균값(즉, 모수)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정확성을 의미한다(Shavelson and Webb, 1991). 

Cronbach et al.(1972) 등에 의해 정립된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측

정값 -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점수(score) - 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값들 

중 하나이고, 관찰되는 값들은 다중오차원(multiple sources of error)에 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이 오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체계인 선형모형 이론을 응용한 이론이다. 이후 Shavelson

과 Webb(1981), Brennan(1983) 등에 의해 체계화 되어, 실제 자료의 분석에 활발하게 응용되기 

시작하 다(Shavelson et al., 1989). 사회과학, 특히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화가능도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연구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측정값들의 다중

오차원을 단일분석을 통해 분리․추정하는 단계로, 이를 일반화연구(Generalizability study; 

G-study)라 하며, 이를 위해 요인실험에 근거한 분산분석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G-study 결과를 근거로, 의존할만한 점수(dependable score)를 얻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

여, 궁극적으로 의존수준(dependability level)에 관한 계수인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를 구한 뒤, 이에 근거한 적절한 실험계획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를 결정연구

(Decision study; D-study)라 한다. 특별히, G-study는 통계학의 변량효과모형 분산분석이론과 

상응하고, 따라서 해당 G-study의 연구방법론은 변량효과모형에 근거한 분산성분 추정

(variance component estimation with random effect model) 방법에 근간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전집(universe): 의사결정자가 측정조건들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통계학의 

모집단(population)과 대응된다.

b. 변인(source of variation): 측정값들이 나타내는 변인들은 측정대상(주로 사람)에 기인하는 

변인과 각 국면(facet)에 기인하는 변인,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오차 변인 등으로 구성된다. 

c. 국면(facet): 전집을 정의하는 주 변인(major source of variation)을 지칭하며, 모형설정에 필

요한 효과(effect)나 실험계획에 사용되는 요인(factor)과 대응된다. 단, 일반화가능도 이론에서

는 측정대상(object of the measurement)에 기인하는 변인은 국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d. 허용가능 관찰값(admissible observation): 실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교환사용

(interchangeable) 할 수 있는 모든 관찰값들을 의미한다. 전집은 허용가능 관찰값들의 집합이며, 

측정값(measurement)은 전집의 허용가능 관찰값들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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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일반화 전집(universe of generalization): 의사결정자가 D-study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화하고

자하는 추론대상을 의미한다.

f. 전집점수(universe score) 및 관찰점수(observed score): 전집점수란 오차 없이 측정되는 모수

를 의미하며, 일반화 전집 내 모든 허용가능 관찰값들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측정값

들의 점수는 관찰점수라 한다.

g. 일반화연구(G-study): 허용가능 관찰값들로 이루어진 전집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 측정값

들의 변동에 향을 주는 다중오차원들(multiple sources of error)을 동시에 분석하여, 각 국면

에 대한 분산성분을 추정하는 연구이다.

h. 결정연구(D-study): 일반화 전집을 규정(define)하고, 측정값의 변동에 향을 주는 관찰조건

들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연구이다. 연구목적이 무엇인가, 즉, 측정값들을 가

지고 일반화 전집에 대한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상대결정(relative decision)과 절대

결정(absolute decision)으로 구분된다. 즉, 예를 들어, 측정대상들의 상대적인 순위(ranking) 비

교에 관심을 두는 경우라면 상대결정에 해당하게 되고, 이들 대상들의 절대수준(absolute level), 

즉, 측정대상 자체의 수준들에 관심을 두는 경우라면 절대결정에 해당한다. 측정오차에 향을 

주는 분산성분들이 무엇인지 역시 어떤 결정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i. 상대오차분산(relative error variance): 관찰점수 분산과 전집점수 분산 간의 차이를 말한다. 

상대결정의 경우, 측정대상의 상대적인 순위 결정에 향을 미치는 모두 분산성분들이 측정오

차에 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상대오차분산은 측정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국면들의 

분산성분의 합으로 정의된다.

j. 절대오차분산(absolute error variance): 관찰점수와 전집점수 간의 차이에 대한 분산을 의미

한다. 절대결정의 경우, 측정대상을 제외한 모든 분산성분들이 측정오차에 향을 끼치게 될 것

이며, 따라서 절대오차분산은, 일반화하고자 하는 측정대상의 전집점수분산을 제외한, 모든 국

면들의 주효과 및 모든 상호작용효과들에 대한 분산성분의 합으로 정의된다. 

k. 일반화가능도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 일반화가능도 이론에서 사용되는 신뢰도계수

이며, 측정대상으로부터 얻어진 관찰값에 근거한 일반화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절대오차분산을 

사용한 절대결정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의존도 지표(index of dependability)라 한다.

2.1. Two-facet crossed design(Three-factor cross-classified model)에서의 일반화가능도 이론

   nr  명의 평가자(rater)들 각각이 no  개의 시점(occasion)에서 np  명의 학생(pupil)들을 평가했

다고 가정하자. 이에 해당하는 변량효과 분산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yijk = µ+ pi+ rj+ ok + (p r )ij+ (po )ik+ (ro )jk+ i jk ,

        i = 1 , 2, , np;  j = 1, 2, , nr;  k = 1, 2, , no ,

      pi∼ N (0, σ2p ),  rj∼ N (0 ,σ2r ),  oj∼ N (0,σ2o ),

      (pr )i j∼ N (0, σ 2pr ),  poik∼ N (0, σ2p o ),  rojk∼ N (0 , σ2ro ),

      ijk∼ N (0 ,σ2 ),  mutually  indep.

여기서 pi는 측정대상인 pupil을, 그리고 rj와 ok는 두 국면인 rater와 occasion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경우, G-study는 분산성분들 σ2p,σ
2
o,σ

2
r,σ

2
po,σ

2
pr, σ

2
or 와 σ

2에 관한 통계적 추정단계의 연

구이며, D-study를 위한 오차분산은 상대결정의 경우, σ2rel =
σ2pr
np

+
σ2po

no

+
σ2

nrno

, 그리고 절대

결정의 경우에는 σ2abs=
σ2r
nr

+
σ2o
no

+
σ2pr
nr

+
σpo

no

+
σro

nrno

+
σ2

nrno

가 된다. 여기서 nr  ,  no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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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udy에서 사용될 각 국면의 수준 수를 의미하며, 따라서 D-study는 nr  ,  no  등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측정대상의 점수에 기인하는 해당 오차분산의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연구라 볼 수 있

겠다. 이와 같이 얻어지는 오차분산을 근거로 일반화 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 일반화 계수는 

전집점수 변동량 중 각 측정대상 점수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게 된다. 따라서 상

대결정의 경우,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는 ρ2rel = σ2p/ (σ
2
p+ σ2rel )로 정의되며, 절

대결정의 경우, 의존도 지표(index of dependability)는 φ = σ2p/ (σ
2
p+σ2abs )로 정의된다.

3. 단일건강수준지표(SMPH) 개발을 위한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적용 

   각각 10명씩의 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패널회의에서 person trade-off (PTO) 방식을 사용하

여 16개의 질병에 대한 장애가중치를 측정하 다(표 1). 각 패널은 서로 다른 패널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의 설계는 측정대상이 “질병종류”이고, 국면이 두개(“패널” 및 

“패널구성원”)이며, 국면 “패널구성원”은 국면 “패널”에 지분된 반면, 측정대상인 “질병종류”와 

국면 “패널”은 서로 교차된, two-facet partially nested design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변량효과 

분산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ijk = µ + di+ p j+ (d p )ij+mk (j) + ijk  ,

      i = 1 , 2, , nd;  j = 1, 2, , np;  k = 1, 2, , nm  ,

      di∼ N (0, σ2d ),  pj∼ N (0 ,σ2p ),  (dp )ij∼ N (0 ,σ2dp )

      mk (j)∼N (0,σ2m (p ) ),  ijk∼N (0,σ2 ),  mutua lly  indep.

여기서 di는 측정대상인 질병(disease)을, 그리고 pj와 mk (j )는 각각, 두 국면인, 패널(panel)과 

패널에 지분된 패널구성원(member)을 의미하며, nd= 16, np= 3 , 그리고 nm = 10이다. 이때 

G-study에서 추정될 분산성분들은 σ2d,σ
2
p,σ

2
dp, σ

2
m (p )  및 σ

2  이다. 한편, D-study를 위한 오차분

산은, 상대결정의 경우에는, σ2rel= σ2dpo/np+ σ2/npnm가 되는 반면, 절대결정의 경우에는 

σ2abs= σ2o/no+ σ2r(o )/nr+ σpo/no+ σ2/nrno  가 된다. 일반화 계수의 정의는 2.1절과 유사하다.

 표 1. 16개 상병에 대한 panel member 별 장애가중치 (일부분)

   표 1의 자료를 사용한 G-study의 결과가 표 2에 있다. 분산성분 추정은 제한최대가능도

(REML) 추정법을 사용하 다. G-study 결과, 측정대상요인(질병)의 분산성분이 장애가중치 분

산의 가장 큰 비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7.68%). 이 요인은 전집점수의 분산성분

이며, 질병 별 장애가중치가 체계적으로 서로 다름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면 “패널”의 분산성분

은 전체 변동의 약 7%를 설명해주고 있는 반면, “패널” 국면에 지분되어 있는 국면 “패널구성

원”의 분산성분은 약 1% 정도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분요인에는 주효과

인 “패널구성원”효과와 “패널”과 “패널구성원” 간 상호작용효과가 교락(confounding)되어 있다

panels

I II III

panel member panel member panel member

disease category 1   ...   10 1   ...   10 1   ...   10

chronic back pain

colon cancer

...

rheumatoid arthritis

0.091 ...  0.167

0.950 ...  0.900

0.667 ...  0.444

0.200 ...  0.600

0.857 ...  0.875

0.667 ...  0.750

0.029 ...  0.048

0.846 ...  0.667

0.200 ...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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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패널” 별로 “패널구성원”들의 장애가중치 측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국면 “패널구성원”의 분산성분은 σ2 = 0.001  (σ = 0.032 )로 얻어졌는데, 

정규분포의 경우, 대략 4 std가 장애가중치 점수의 95% 정도를, 그리고 대략 6 std가 99%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패널 구성원 평균 점수의 기대 범위는 대략 0.128 - 0.192 

사이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범위는 질병가중치 점수의 범위 0.002 - 0.983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작으며, 따라서 패널구성원들은 질병가중치 점수를 매우 일관성 있게 측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과 “패널”간의 상호작용 역시 어느 정도 작게 나타났으며(5.57%), 따라서, “패

널”들 자체의 변동량(6.93%)보다는 작지만, 각 “패널“들 간에는 질병 장애가중치 측정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의 변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오차항의 변

동량(8.92%)은 장애가중치 점수들 간의 변동량이 측정대상인 질병의 종류 및 두 국면, 즉, ”패

널“과 ”패널구성원“을 사용한 실험설계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G-study 결과 

  

표 3. D-study 결과 

   G-study의 결과를 이용한 D-study의 결과가 표 3에 주어져 있다. “패널” 및 “패널구성원”

의 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해당 설계에 의한 오차분산 추정값의 크기 및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개 상병에 대한 질병부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장애가중치를 

G-study D-study

source of 

variation

np =

nm =

 1

 1

    2       2       2      3       3      4

    5      10      15      5      10      5

disease

panel
 

disease*panel

member(panel)

error

σ̂ 2d

σ̂ 2p

σ̂ 2dp

σ̂ 2m (p)

σ̂ 2e

.08961

.00800
 

.00642

.00104

.01029

.08961  .08961  .08961  .08961  .08961  .08961

.00400  .00400  .00400  .00267  .00267  .00200
 

.00321  .00321  .00321  .00214  .00214  .00161

.00010  .00005  .00003  .00007  .00003  .00005

.00103  .00051  .00034  .00069  .00034  .00051

error variances

for relative decision

for absolute decision

σ̂ 2rel

σ̂ 2abs

.01671

.02575

.00424  .00342  .00355  .00283  .00248  .00212

.00834  .00777  .00758  .00557  .00518  .00417

g-coefficient

generalized coefficient

index of dependability

ρ̂ 2rel

φ̂

.84283

.77679

.95482  .96324  .96189  .96939  .97307  .97689

.91485  .92021  .92201  .94148  .94535  .95553

source of 

variation
d.f.

variance 

component

estimated variance

component (REML)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disease

panel
 

disease*panel

member(panel)

error

15

2

30

27

405

σ2d

σ2p

σ2dp

σ2m (p )

σ2

0.08961

0.00800

0.00642

0.00104

0.01029

77.68

 6.93

 5.57

 0.90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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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결정 연구로 간주하 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존도 지표를 살펴보면, 

각각 10명씩의 패널구성원으로 이루어진 2개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92%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반면, 각각 5명의 패널구성원으로 이루어진 3개의 패널을 사용

하는 경우, 94% 정도의 신뢰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패널구성원의 수를 증가시키

는 것보다는 패널구성원의 수를 줄이더라도 패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신뢰도 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시, 

10명의 패널구성원으로 이루어진 2개의 패널을 운 하거나, 5명의 패널구성원으로 이루어진 3

개의 패널을 사용해 SMPH 지표를 위한 장애가중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 권고되며,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시간 및 비용문제를 감안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4. 결론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개발․사용되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그 이론적 근거를 통계학의 일반 

선형모형론에 두고 있다. Cronbach's alpha 등 고전검사이론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 대신, 다중

오차원을 통계적 모형을 사용해 동시에 분석하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실험설계에도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사용한 실험설계를 보건의료 관련 자료

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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