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보건학 박사학위논문 

 

진단법의 신뢰도 및 대체가능성 

평가방법과 직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대상수 산출 

 

Assessment of relia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of diagnostic methods and sample size 

calculations using clinically intuitive values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 

홍 현 숙 



 

진단법의 신뢰도 및 대체가능성 

평가방법과 직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대상수 산출 
 

 지도교수  김 호  

 지도교수  한 서 경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10 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 

홍 현 숙 
 

홍현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 년 12 월 

 
 위  원  장  조  성  일 ( 인 )  

 부 위 원 장  박  병  주 ( 인 )  

 위  원  최  윤  희 ( 인 )  

 위  원  한  서  경 ( 인 )  

 위  원  김  호   ( 인 )  



i 

국 문 초 록 

측정자 간·측정방법 간 일치도(agreement) 혹은 

일관성(consistency)을 평가하기 위해, 범주형 자료의 경우에는 kappa,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일치성 

상관계수(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지수(index)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지수는 특정 범위의 

값으로 산출되어, 큰 값일수록 높은 일치율 혹은 강한 선형적 

관련성(높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지수마다 고유의 한계점이 있으며 측정도구의 원래 단위를 

고려하였을 때의 해석이 불가능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체 일치 백분율(total percent agreement)은 높지만 낮은 kappa 값을 

보이는 카파 역설(kappa paradox)이나 분석자료의 범위가 

넓을수록(혹은 분석자료가 이질적일수록) 높은 상관계수값을 갖는 

경향은 이러한 한계점의 사례이다. 또한 kappa와 상관계수 모두 측정 

자료의 원래의 척도(scale)로 해석이 힘들어, 두 측정자 혹은 두 

측정방법이 동일하거나 대체가능한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 측정단위에서의 값으로 이해되는 

직관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측정자 간·측정방법 간 일치도와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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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측정결과가 명목형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자 간 혹은 측정도구 

간 일치도 평가를 위해, 지수에 해당하는 kappa 대신 측정단위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인 주변확률(혹은 유병율)과 단순 일치율(혹은 

전체 일치 백분율)을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제안하였다. 

주변확률이 주어진 경우, 단순 일치율의 이용이 적절한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기존 kappa를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활용하여 단순 

일치율 검정을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고 nomogram을 

제시하였다. 

두 측정결과가 같은 단위와 유사한 범위의 연속형 자료로 수집되는 

경우, 두 측정방법이 충분히 유사한 결과를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 지수와 측정단위를 반영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두 측정결과의 단위 혹은 범위가 상이한 경우, 두 

측정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수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만이 사용되고 있다. 두 측정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해, 

상관계수 대신 측정단위에서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간(interval)을 

이용한 평가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식 및 nomogram 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를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같은 

척도(scale)로 조정할 수 있을 때,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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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차이의 최대한계의 비교를 통하여 두 방법의 

일관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진단법의 신뢰도 및 대체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kappa 와 상관계수와 같은 지수 대신, 주변확률과 단순 일치율, 조정된 

값의 차이가 놓이는 구간과 임상적 허용한계와 같은,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수치에 기반한 연구대상수 산출방법과 nomogram 은 연구계획과 

수행의 편리성을 높이며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연구대상수, nomogram, 측정자 간 일치도, 측정방법간 일관성, 

kappa, 단순 일치율, 상관계수, 일치한계, 임상적 허용가능 한계 

학  번: 2009-3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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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측정(measurement)은 표준적 척도를 변수나 값의 집합에 적용하는 

과정으로(Porta, 2014) 참값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체계적·비체계적 오류에 의해 측정의 정확도는 달라지게 되며, 

측정자 및 측정방법의 변이에 따른 측정오차를 가지게 된다. 효과, 효율, 

편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측정방법을 대신할 새로운 

측정방법이 도입되거나 제안되는 것은 의과학에서 흔하다. 이때 새로운 

방법이 기존방법을 대체할 만큼 유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포함하여 측정의 속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값이 알려져 있다면 참값과 비교를 통해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참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측정의 속성 중 일치도(agreement)를 

평가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kappa 와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범주형 변수 간 

일치도와 연속형 변수 간 일치도를 평가하는 지수(index)에 

해당한다(Porta, 2014). 비교하는 두 측정방법의 단위 혹은 

척도(scale)가 다른 경우에는, 일관된 결과를 주는가를 평가하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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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측정의 속성에 대한 용어 중 

일관성(consistency)은 측정이나 결과가 스스로를 얼마나 따르는지에 

대한 특성으로 신뢰도(reliability)와 유사어로 정의된다(Porta, 2014).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일관성은 두 연속형 측정치 간에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 1-1>과 같이 하나의 측정방법을 이용한 반복 측정치가 

일치한다면 해당 방법은 “신뢰할 만하다(reliable)”로,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치하거나 일관된다면 해당 방법간은 “서로 

대체가능하다(interchangeable)”고 명칭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칭하는 

측정방법의 신뢰도와 대체가능성 평가는 일치도와 일관성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1 Meaning of relia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in this research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diagnostic method A diagnostic method B 

diagnostic method A 

If two measurements are 

agree, diagnostic method A 

is reliable 

If two measurements are 

agree or consistent, 

diagnostic methods A and B 

are interchangeable 

diagnostic method B 

If two measurements are 

agree or consistent, 

diagnostic methods A and B 

are interchangeable 

If two measurements are 

agree, diagnostic method B 

is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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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 평가를 위한 통계적 방법 중,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일치 백분율(total percent agreement)과 Cohen의 kappa (Cohen, 

1960) 가 대표적이다. 전체 일치 백분율은 전체자료 중 일치하는 

퍼센트로 쉽게 해석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우연에 의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ohen의 kappa는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보정한 값으로 -1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전체 일치 백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항상 kappa=1 이 되며, 관찰된 전체 일치 백분율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음의 kappa 값을 갖는다. 

Kappa는 동일한 값이더라도 각 범주의 주변확률(marginal 

probability)에 따라 전체 일치 백분율은 다양한 범위의 값이 가능하다. 

범주가 순위형인 경우에는 분류된 범주의 인접한 정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반영한 weighted kappa (Fleiss 와 Cicchetti, 1978)가 

사용되며, 분류된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치를 0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Cohen의 kappa와 일치한다. 

 

연속형 자료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자료의 변동 중 평가대상의 차이로 인한 변동이 차지하는 분율인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가 Fisher(19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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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안된 후, 여러 버전의 급내 상관계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Barnhart 등, 2007). 그리고 같은 대상에서 측정된 자료간의 

인접성을 평가하는 일치성 상관계수(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CC)가 Lin(1989)에 제안된 이후 급내 상관계수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급내 상관계수와 일치성 상관계수는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수로써,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아 

측정단위가 다른 여러 방법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자료의 측정방법의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은 평가도구의 

원래 단위에서의 일치 혹은 차이 정도 등에 대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평가도구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자료라 하더라도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범위가 

넓을수록 급내 상관계수와 일치성 상관계수는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지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Bland와 Altman(1986)은 

두 측정치간 차이의 95%가 놓이는 구간인 95% 일치한계(limits of 

agreement, LOA)가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가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Bland와 Altman의 LOA는 두 측정치간 관찰된 차이 

정도에 대해 원래 측정단위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범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두 연속형 자료가 다른 측정단위 혹은 척도를 갖는다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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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간 일관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측정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일관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통계적 방법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이다.  상관계수는 -1 에서 +1 

범위의 값으로 요약되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측정치간 강한 

선형적 관련성(높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급내 

상관계수 및 일치성 상관계수와 같이, 측정 원래의 단위에서의 일치 혹은 

차이 정도에 대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측정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 유형별 일치도 및 일관성 평가를 위한 통계적 방법은 

Barnhart 등(2007)에서 제안한 분류를 따르면 <표 1-2>과 같이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scaled approach와 수집되는 자료의 

측정단위에서 해석가능한 unscaled approach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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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tatistical methods for assessment of agreement/consistency  

 
Categorical 

measurement 
Continuous measurement 

 Agreement 

Agreement 

(between measurements 

in same scale) 

Consistency 

(between measurement 

in different scales) 

Scaled 

Approach 
(weighted) kappa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CC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C (correlation 

coefficient) 

Unscaled 

Approach 

Total percent of 

agreement 

Bland-Altman’s LOA 

(limits of agreement)†, 
- 

†Bland-Altman’s LOA should be compared to a predefined maximum allowable 

difference.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인 진단법의 평가는 <표 1-

2>에 제시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종양평가방법에 

대한 사례가 있다. 유방암 환자의 종양 평가를 위한 자기공명영상을 

판독하는 방법은 기존 영상의학 전문의의 수기판독(manual reading)과 

컴퓨터 이용 판독(computer aided reading)이 있다. 영상의학 전문의의 

수기판독 시 종양크기의 3차원적인 측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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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분할(automatic segmentation)을 이용한 컴퓨터 이용 판독은 

3차원적인 종양크기 측정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과 

환경에서 일관되게 컴퓨터 이용 판독의 측정 용이성이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Lyou 등(2011)은 선행 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환자에게 컴퓨터 이용 판독이 수기판독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수기판독의 1차원적인 종양크기 측정결과와 

컴퓨터 이용 판독의 1차원적, 3차원적 종양크기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영상의학 전문의의 수기판독과 컴퓨터 이용 판독의 1차원적인 

종양크기 간의 일치도 평가는, <표 1-2>의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scaled approach에 해당하는 ICC, CCC 와 unscaled 

approach에 해당하는 Bland-Altman의 LOA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를 추적 관찰하여 평가한 각 판독결과의 변화를 통해 질병의 

진행상태를 분류하는 경우, 두 진단결과의 일치성 평가는 <표 1-1>의 

범주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scaled approach에 해당하는 

kappa와 unscaled approach에 해당하는 전체 일치 백분율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이용 판독의 3차원적 종양크기 측정결과와 

수기판독의 1차원적 종양크기 측정결과의 비교는, 두 측정결과의 단위가 

다르므로 두 측정방법의 일관성 평가에 해당하는 scaled approach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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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Unscaled 접근 방법인 Bland-Altman의 LOA는 두 측정치 간 

차이의 대부분(일반적으로 95%)이 놓이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예, [-0.5cm, 0.7cm]) 관찰한 차이의 범위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kappa 와 

상관계수는 전체 자료 중 몇 % 가 일치하는가 혹은 최대 몇 cm 정도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면서 단위에 기초한 정보를 

줄 수 없어, 측정도구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 연구는 진단법의 유용성 평가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기대효과 설정과 연구대상수 산출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범주형 자료간 일치성 평가와 연속형 자료간 일관성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scaled approach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unscaled approach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근거한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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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을 <그림 1-1>에 도식화 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범주형 

측정 간의 일치도 검정이 목적인 연구를 위하여 kappa 대신, 자료의 

수집단위에서 해석이 가능한 전체 일치 백분율과 유병율을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방법은 Hong 등 (2014)으로 

게재되었다. 

3장에서는 측정단위 혹은 범위가 다른 연속형으로 측정되는 

측정방법 간의 일관성 평가를 위하여 상관계수 대신 측정단위에서 

해석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대상수 산출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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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search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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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두 범주형 측정치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대상수 산출 

2.1. 서론 

진단 방법에서의 일치성 평가는 평가자간 혹은 평가자내 일치성 

평가, 재현성 평가,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와의 일치성 평가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진단법 평가의 적절한 통계적 방법은 진단결과가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 진단법 평가의 목적이 일관성 평가인지 혹은 

일치성 평가인지, 자료가 독립인지 혹은 연관된 자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자간의 일치성 평가연구에서 진단결과가 범주형 자료로 

요약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통계량은 Cohen의 kappa로(Cohen, 

1960), 전체 자료에서 일치하는 확률인 단순 일치율은 두 평가자의 진단 

결과가 참으로 일치하는 부분 외에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므로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없다. 우연에 의한 일치율은 

진단결과 범주들의 주변확률(marginal prevalence)에 따라 결정되는데, 

진단결과가 양성 혹은 음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변확률은 평가집단의 

양성 진단율과 음성 진단율이 된다. 범주들의 주변확률이 비슷할수록, 즉 

양성 진단율과 음성 진단율이 비슷할수록 우연에 의한 일치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주변확률의 영향력을 보정한 kappa 통계량은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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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한 일치도로 해석된다. 

일치도 평가 지표로 kappa 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수 

산출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직관적이지 않다(Sim 과 Wright, 2005). 

예를 들어, 대상수 산출과정에서 기대 일치도를 kappa κ=0.61 로 

설정시, κ=0.61 가 될 수 있는 단순 일치율은 주변확률에 따라 80.5% 

~ 99.9%로 다양한데, 단순 일치율 80.5%와 99.9%는 현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양성 진단율이 10%일 때 

판독자간 일치도 평가 결과 상당한 일치도(substantial agreement)에 

해당하는 κ=0.61가 기대될 때, 비교적 낮은 일치도(poor 

agreement)로 해석되는 κ=0.4 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보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수는 405명이다. 양성 진단율 10%일 

때 κ=0.4와 κ=0.61 하에서의 단순 일치율은 각각 90%, 94% 로 

단지 4%의 차이가 나는데, kappa 는 각각 “낮은 일치율”과 “상당한 

일치율”로 달리 해석되므로, 단순 일치율 차이 4%가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라면,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치율은 높지만 낮은 kappa 를 갖는 kappa paradox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변확률(예: 양성 진단율)이 알려져 있는 진단법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는 kappa 대신 자료수집 단위에서 해석이 되는 

직관적인 수치인 단순 일치율의 관점에서 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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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kappa 와 단순 일치율간의 관계식이 

알려져 있으므로(Mak, 1988),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수 산출시 kappa 

보다 직관적인 단순 일치율(혹은 전체 일치 백분율)의 이용이 적절한 

상황을 소개하고, 기존의 kappa에 대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이용하여 

단순 일치율에 대한 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였다.  

판독자간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의 대상수 산출방법이 몇몇 

연구진에 의해 제안되었는데(Flack 등, 1988; Donner 와 Eliasziw, 

1992; Cantor, 1996; Shoukri 등, 2004), 대부분 대상수 산출식과 특정 

조건하에서의 대상수를 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표는 일부 

조건하에서의 대상수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다루기 위해 대상수 산출결과를 nomogram 으로 제시하였다. 

공통상관모형(common correlation model) (Mak, 1988) 하의 

kappa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kappa 와 단순 일치율간의 관계식을 적합도 

평가(goodness-of-fit test) (Donner 와 Eliasziw, 1992)에 기반한 

대상수 산출식에 적용하여, 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kappa 대신 

단순일치율을 이용한 대상수 산출식과 nomogram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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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법 

2.2.1. Kappa 통계량 

진단결과가 2범주로 분류되고 2명의 평가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 

<표 2-1>과 같이 2×2 교차표를 이용하여 진단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두 평가자가 동시에 양성과 음성으로 진단한 환자의 수는 각각 n1과 n4, 

평가자 1은 음성, 평가자 2는 양성으로 진단한 환자수는 n2, 반대의 

불일치를 보인 환자수는 n3 이다.  

Table 2-1 Data layout in a study with two raters and binary outcome measures 

 

Rater 1  

Positive Negative Total 

Rater 2 

Positive    

Negative    

 Total   

 

 

단순 일치율은 두 평가자가 동일한 진단을 한 분율로 nnn /)( 41   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 일치율은 우연에 의한 일치율을 

내포하는데, 우연에 의한 일치율은 주변확률을 결정하는 ( , , , ) 

에 따라 결정된다.  

1n 2n 1r

3n
4n 2r

1c 2c n

1c 2c 1r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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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에 의한 일치 가능성을 보정한 일치정도를 의미하는 Cohen의 

kappa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Cohen, 1960). 

e

eo

p

pp

agreementchance

agreementchanceagreementobserved
k











1 1

  

 

where 
n

nn
po

41  ,
  

 는 단순 일치율이며,  는 우연에 의한 일치율로 독립적인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우연히 같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Cohen의 kappa 는 단순 일치율과 우연에 의한 일치율로 계산되며, 

우연에 의한 일치를 배제한 일치도에 대한 지표이다. Kappa 는 -1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은 관찰된 두 

평가자간의 단순 일치율이 해당 분야의 지식 없이도 일치할 확률인 

우연에 의한 일치율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양의 kappa 는 두 평가자간 관찰된 단순 일치율이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일치율보다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의 kappa 는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일치율보다 더 낮은 일치율이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Landis 와 Koch 는 kappa 의 값에 따라 일치도를 <표 2-2>과 같이 

2

2211

n

crcr
pe




op ep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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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Landis 와 Koch, 1977). 

Table 2-2 Interpretation of kappa by Landis & Koch (1977) 

kappa Agreement 

<0 poor 

0.01 – 0.20 slight 

0.21 – 0.40 fair 

0.41 – 0.60 moderate 

0.61 – 0.80 substantial 

0.81 – 0.99 almost perfect 

 

Kappa 통계량으로부터, 단순 일치율 op
이 주어졌을 때 우연에 의한 

기대 일치율 이 감소할수록 높은 일치도를 얻게 되며, 주변확률이 0.5 

에 근사할수록 우연에 의한 기대 일치율 이 감소하여 더 높은 kappa 

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ep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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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kappa와 단순일치율의 관계  

Mak(1988)는 동일 대상자에 대한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의 

상관계수를 kappa값으로 가정한 공통상관모형(common correlation 

model) 하의 kappa 통계량을 제안하였다. 

평가결과가 양성 혹은 음성으로 분류되고, i번째 대상자에 대한 j번째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xij (i=1, 2, … , n ,  j=1, 2)라 하자. 평가결과 

양성인 경우 xij =1, 음성인 경우 xij = 0 이라고 할 때, Pr(xij =1) = 1 , 

Pr(xij =0) = 2 = (1- 1 ) 로 표기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1번째 평가자의 평가결과 xi1과 2번째 평가자의 평가결과 xi2 

간의 상관계수가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동일한 값  를 갖는다면, 가능한 

(xi1, xi2)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21
2
2213

2121212

21
2
1211

)0Pr()(

)1()10Pr()01Pr()(

)1Pr()(













ii

iiii

ii

xxP

xxxxP

xxP

  and    and  

 

따라서 두 평가자가 동일하게 평가한 확률인 단순 일치율  와 

0 일 때 기대되는 우연에 의한 일치율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op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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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21231   PPPpo , 

2121 ep
.  

 

한편 <표 2-1>의 기호를 이용하면 1 , op , ep 의 추정치와  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Flei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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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 로부터 kappa 통계량은 주변확률 1 , 2  과 단순 일치율 

op 의 함수이며, 주변확률이 0.5로 근사할수록 kappa는 높아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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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주변확률 c ˆ,ˆ,ˆ 21  를 갖는 c개의 범주를 같는 명목형 

자료에서 kappa 와 단순 일치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ˆ1)(ˆ1(1p̂     
1

2
0   



c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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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통상관모형(common correlation model) 하에서의 검정통계량

과 연구대상수 산출식 

연구대상수 계산식 유도를 위해 먼저 적합도(goodness of fit)에 

기반한 검정통계량을 살펴보자. kappa 통계량이 주변확률과 단순 

일치율의 함수임을 이용하여, 검정통계량과 대상수 산출식을 kappa 대신 

주변확률과 단순 일치율 p0 로 표현할 수 있다.  

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p0를 두 측정치가 일치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일치율이라고 하면 통계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p = p0  vs.  대립가설: p≠ p0  

 

<표 2-1> 2×2 교차표의 네 칸은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두 

평가자가 모두 양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모두 음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의 세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귀무가설 p = p0 하에서 기대되는 세 경우의 확률을 )( 0ppi 라 할 

때, 적합도에 기반한 검정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빈도 

)( 0pnpi 와 관찰된 빈도 im 를 비교하며(Donner 와 Eliasziw, 1992), 

기대빈도와 관찰빈도의 큰 차이는 귀무가설이 적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양성 진단율과 음성 진단율을 각각 1̂ , 2̂  라 하면, 공통상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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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Mak, 1988). 

)(          
)(ˆ

))(ˆ(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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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i

ppn

ppnm
  

이 때, 귀무가설 하에서 두 평가자가 모두 양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모두 음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 두 평가자가 모두 양성으로 평가하는 확률 )ˆ1(5.0ˆ)(ˆ 0101 ppp    

○ 두 평가자가 모두 음성으로 평가하는 확률 )ˆ1(5.0ˆ)(ˆ 0202 ppp     

○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다른 확률   003
ˆ1)(ˆ ppp    

 

주변확률 c ˆ,ˆ,ˆ 21  를 갖는 c개 범주의 명목형 자료인 경우,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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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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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c

i i

ii

ppn

ppnm
  

여기서 귀무가설에서 기대되는 두 평가자 평가결과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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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i번째 범주로 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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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 001
ˆ1)(ˆ pppc    

 

위 검정통계량은 귀무가설하에서 자유도 1의 카이제곱 분포(chi-

square distribution)를 따른다.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시 귀무가설 

기각역은 검정통계량이 약 3.85보다 큰 경우로,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두 평가자의 일치정도가 귀무가설하에서 가정한 p0와 유의하게 다름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대상수 산출시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일치율 p0 

외에, 두 평가자에서 기대되는 일치율인 p1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대립가설이 되며,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귀무가설: p= p0, vs.  대립가설: p=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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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에 기반한 검정통계량 식 (II)는 귀무가설 하에서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대립가설 하에서는 비중심 모수(non-

centrality parameter) 의 자유도 1인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non-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을 따른다(Donner 와 Eliasziw, 1992).  

비중심 모수 (Haynam 등, 1970)가 대상수와 검정통계량의 

함수로 표현됨(Donner 와 Eliasziw, 1992)을 이용하면, 검정력 확보를 

위한 대상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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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1ppi  : 대립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 조합 i의 확률 

)( 0ppi  :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 조합 i의 확률 

 

식 (III)을 이용한 대상수 산출을 위해서는 비중심 모수   값이 

필요하며, 자유도 1 (DF) 의 유의수준 (α), 검정력 (1-β) 에 

해당하는   값을 <표 2-3>에 제시하였다(Donner 와 Eliasziw,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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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nam 등, 1970). 

Table 2-3 The values of the non-centrality parameter (λ) 

α 1- β λ(DF=1, 1- β, α) 

0.05 0.8 7.849 

0.05 0.9 10.507 

0.01 0.8 11.679 

0.01 0.9 14.879 

 

 

주변확률 c ,, 21  을 갖는 c개 범주를 갖는 명목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대상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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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Nomogram 유도 

주변확률과 단순일치율을 이용한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을 위한 식 (III), (IV)가 주어졌지만, 계산 과정을 

줄이기 위하여 nomogram을 제시하였다<그림 2-1 ~ 그림 2-4>. 

Nomogram 제시 방법은 Pynomo software (http://pynomo.org)를 

참고하였고, SAS 9.3을 이용하여 nomogram을 생성하였다. 

통상적인 유의수준 5%와 검정력 80%로 설정하였으며, 다음 범주 

내에서 nomogram을 작성하였다. 

0010 105.0  ,95.0 0.55   ,05.0 pppp  , 



c

i
ip

1

2
0   

마지막 조건인 



c

i
ip

1

2
0   는 귀무가설의 일치율 0p  하에서 

kappa가 양(+)의 값을 갖도록 하는 범위로, 대부분의 평가자간 신뢰도 

연구에서는 양의 kappa 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록 A.1>에 주변확률과 단순일치율을 이용한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nomogram 에 대한 SAS code를 

제시하였다. 

http://pyno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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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binary outcome measures(α=5%, power=80%) 

Example: prevalence of the impaired (π) = 0.3, expected proportion of agreement under null hypothesis = 0.8, expected difference between 

two proportions of agreement under H0 and H1= 0.1, giving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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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3-category nominal outcome measures(α=5%, powe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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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4-category nominal outcome measures(α=5%, powe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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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5-category nominal outcome measures(α=5%, powe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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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kappa와 단순 일치율간의 관계를 보이기 

위해 <표 2-4>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Donner 와 Eliasziw(1992) 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5.0 인 경우에 비해 주변확률에 따른 

대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주변확률 1.0 , 즉 양성 진단율이 10% 혹은 90%일 때는 두 

평가자 간의 단순 일치율이 80% 라 할지라도 ‘poor agreement’로 

분류되는 음의 kappa 값을 보여, 단순 일치율이 높아도 kappa 는 낮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 (I)로부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서의 기대되는 일치율의 차이는 

두 가설하에서 기대되는 kappa 차이의 212  배, 즉 

)(2 012101   pp  이다. 양성진단율과 음성진단율이 같은 

주변확률인 경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서 기대하는 단순 일치율 차이 

( 01 pp  ) = 10% 는 kappa 값 차이 ( 01   ) = 0.2 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변확률  =0.1 일 때는, 5%의 단순 일치율의 차이는 kappa 

값 차이 0.28, 단순 일치율 차이 10%는 kappa 값 차이 0.56에 

해당하여, 크지 않은 단순 일치율 차이가 일치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큰 kappa값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연구대상수 산출시에는 일치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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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표로 kappa 보다는 단순 일치율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하에서 기대되는 단순 일치율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질 때 필요한 연구대상수는, 양성 평가율과 음성 평가율의 

주변확률이 같은 경우에 가장 크며, 주변확률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즉, 

양성 진단율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때) 두 가설에서의 kappa 차이가 

커져 작은 대상수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Table 2-4 A sample size under a few marginal prevalence for inter-observer reliability 

study (type I error = 5%, power = 80%) 

marginal 

prevalence 

proportion 

of 

agreement 

under H0 

proportion 

of 

agreement 

under H1 

kappa 

under 

H0 

kappa 

under 

H1 

sample 

size1 

sample size 

ratio from  

π=0.5 

π p0 p1 κ0 κ1 n 

 

0.1 0.90  0.95  0.44  0.72  206 0.73  

0.3 0.90  0.95  0.76  0.88  276 0.98  

0.5 0.90  0.95  0.80  0.90  283 1.00  

0.1 0.85  0.95  0.17  0.72  47 0.47  

0.3 0.85  0.95  0.64  0.88  96 0.95  

0.5 0.85  0.95  0.70  0.90  101 1.00  

0.1 0.75  0.95  -0.39  0.72  . . 

0.3 0.75  0.95  0.40  0.88  34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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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75  0.95  0.50  0.90  37 1.00  

0.1 0.85  0.90  0.17  0.44  186 0.46  

0.3 0.85  0.90  0.64  0.76  384 0.96  

0.5 0.85  0.90  0.70  0.80  401 1.00  

0.1 0.80  0.90  -0.11  0.44  . . 

0.3 0.80  0.90  0.52  0.76  118 0.94  

0.5 0.80  0.90  0.60  0.80  126 1.00  

0.1 0.70  0.90  -0.67  0.44  . . 

0.3 0.70  0.90  0.29  0.76  36 0.86  

0.5 0.70  0.90  0.40  0.80  42 1.00  

0.1 0.80  0.85  -0.11  0.17  . . 

0.3 0.80  0.85  0.52  0.64  471 0.94  

0.5 0.80  0.85  0.60  0.70  503 1.00  

0.1 0.75  0.85  -0.39  0.17  . . 

0.3 0.75  0.85  0.40  0.64  134 0.91  

0.5 0.75  0.85  0.50  0.70  148 1.00  

0.1 0.65  0.85  -0.94  0.17  . . 

0.3 0.65  0.85  0.17  0.64  37 0.82  

0.5 0.65  0.85  0.30  0.70  45 1.00  

1
sample size is not calculated for a negative kapp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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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Nomogram 사용방법 

평가결과가 각각 2범주, 3범주, 4범주, 5범주로 분류되는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양측검정시 검정력 80% 확보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 nomogram 을 <그림 2-1 ~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식 (IV)로부터, 연구대상수는 비중심 모수, λ(80%의 검정력을 

목표로 하는 경우 λ=7.849)에 비례한다. 검정력 90%일 때에는 

λ=10.507(<표 2-3> 참고)이므로, 검정력 90% 확보를 위한 대상수는 

80% 검정력 확보를 위한 대상수의 34%(=10.507/7.849) 정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 평가에서 연구대상수 산출을 위한 

nomogram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성 진단율에 해당하는 상단좌측의 주변확률 값을 오른쪽 

귀무가설하의 단순 일치율에 해당하는 선까지 가로선을 긋고, 다시 

아래쪽 귀무가설과 대립가설하에서 기대되는 단순 일치율간의 차이까지 

세로선을 그은 후, 좌측 y축까지 연결하면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대상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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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범주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 예제 

Clinical Dementia Rating(CDR)(Hughes 등, 1982)은 치매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의 총 6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CDR 0점은 정상, 3점은 심각한 치매를 의미하며, 

0.5점은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CDR은 의료 전문가가 환자와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서 환자의 인지 및 사회기능을 평가하므로, 동일한 환자에 

대해 평가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CDR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일반 인구집단의 치매유무 및 

치매정도를 평가할 때, 평가자들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하고자 한다. 

CDR 0을 ‘normal’, CDR 0.5 이상을 ‘impaired’로 분류시, 65세 

이상의 일반 인구집단의‘impaired’유병율이 30%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자. 두 평가자가 CDR을 이용하여 연구집단을 독립적으로 

‘impaired’와 ‘normal’로 분류할 때, 두 평가자의 분류결과가 적어도 80% 

이상은 일치하여야 CDR이 치매선별검사도구로써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두 평가자간 일치율이 90% 이상일 것으로 

기대한다면, 평가자간의 신뢰도 검정를 위한 연구대상수는, 식(III)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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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의 평가범주가 2개인 nomogram 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실제 평가자간 90% 정도의 단순 일치율이 관찰되었을 때, 평가자간 

단순 일치율이 80% 보다 유의하게 크다고 할 검정력 80% 확보를 위한 

대상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식(III)의 비중심 모수 λ는 <표 

2-3>로부터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에서의 값인 =7.849 이다. 

 

즉, 예제로 제시한 CDR 0.5을 이용한 치매여부 분류시 두 

평가자간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최소 118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nomogram을 이용하여 대상수를 산출하면 

<그림 2-1>의 평가범주가 2개인 nomogram 을 이용할 수 있다. 

‘impaired’ 유병율 30%에 해당하는 상단좌측의 “marginal 

prevalence (π) = 0.30/0.70” 가로선과 귀무가설하에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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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율에 해당하는 “proportion of agreement under H0 = 0.8” 의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아래 두 가설에서 기대되는 단순 일치율 차이에 

해당하는 “difference between proportions of agreement under H0 

and H1 = 0.1”의 곡선까지 수직으로 내린다. 그리고, 좌측 y축까지 

연결하면 대상수는 120보다 약간 직은 값으로, 식(III)을 이용한 위 

계산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한편, 90%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59 (=118×1.34) 명의 대상수가 필요하다. 이 때 1.34는 

<표 2-3>로부터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에서의 λ=7.849 대비 

유의수준 0.05, 검정력 90% 에서의 λ=10.507 의 상대적인 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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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찰 및 결론 

2장에서는 동일한 범주를 갖는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대상수 산출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Mak(1988)의 검정통계량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수 산출식과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 

일치율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단계에서 단순 일치율을 이용할 것과 분석단계에서는 

kappa paradox 때문에 kappa와 단순 일치율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고, 복잡한 계산과정을 피할 수 있는 nomogram 을 제시하였다.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대상수 산출을 위하여 

주변확률(혹은 유병율)과 각 가설하에서 기대하는 단순 일치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 연구결과가 없고 예비연구 

수행이 힘들다면, 가능한 주변확률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단순 일치율의 

범위내에서 여러 대상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민감도 

분석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가장 큰 연구대상수로 연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대상수가 많이 다르더라도 여러 시나리오 하의 

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은 연구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범주형 자료간의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계획단계에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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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을 확보하거나 일치정도에 대한 추정치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Kappa를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상수 산출식과 일부 

조건하에서 필요한 대상수에 대해 표로 요약을 하였다(Flack 등, 1988; 

Donner 와 Eliasziw, 1992; Cantor, 1996; Shoukri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대표본 근사 가정없이 적합도를 이용한 kappa 

통계량(Donner 와 Eliasziw, 1992)을 이용하여 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였는데, 식 유도에 고려된 가정은 두 범주형 자료의 주변확률의 

동일성이다. 분석결과 추정된 두 범주형 자료의 주변확률(예: 양성 

평가율)이 임상적으로 무시할만한 차이를 보인다면 주변확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확률의 동일성을 McNemar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검정결과가 유사한 주변확률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차이성 검정을 통해 

임상적으로 의미없는 범위의 차이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주변확률의 동일성 가정의 적절성은 연구목적 혹은 

진단/평가도구의 속성에 비추어 평가가능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진단도구의 신뢰도 평가가 목적인 경우 비슷한 숙련도를 갖는 두 

판독자의 일치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때 두 판독자의 진단결과 

차이는 판독자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측정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변확률의 동질성 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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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므로(Landis 와 Koch, 1977),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확률의 동질성이 위반되는 

경우에도,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kappa, κ0≥0.4 라면 주변확률의 

동질성 가정 위반이 통계적 추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κ0≥0.4는 대부분의 판독자 일치도 

평가연구에서 기대되는 범위의 값이다(Bartfay 와 Donner, 2001).  

한편, 주변확률의 동질성 가정이 힘든 경우에는 적합도 

검정통계량보다는 Fleiss(1981) 와 Fleiss와 Cicchetti(1978)가 제안한 

방법을 연구대상수 산출과정과 통계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Donner 와 Eliasziw, 1992). 하지만 대상수 산출식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출식에 비해 복잡하고, 제한된 시나리오의 범위에 

대해서만 대상수 산출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정통계량이 대표본 

정규근사를 가정하고 있어, 작은 연구대상수가 산출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검정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간 신뢰도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주변확률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거나 κ0≥0.4 가정이 

적절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Kappa 는 평가자간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 외에, gold standard 

가 아닌 두 진단방법간의 일치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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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방법 중 하나가 gold standard 여서 타당도 평가가 목적이라면 

kappa 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이다(Tooth 와 Ottenbacher, 2004).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screening test 의 

타당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연구대상수 산출은 기대되는 유병율을 토대로 질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각각에 대하여 시행될 수 있다(Li 와 Fine, 2004).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가 명목형으로 분류되는 평가/진단 방법을 

이용한 두 평가자간의 일치도 평가 연구를 위한 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였는데, 평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신뢰도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수 산출과 통계분석은 다소 

복잡해지지만 적합도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다(Donner 와 Rotondi, 

2010). 

평가자간 일치도 검정이 목적인 연구의 계획단계에서, 주변확률(혹은 

유병율)과 단순 일치도에 기반한 nomogram 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41 

제3장. 두 연속형 측정치의 일관성 평가방법과 

대상수 산출 

3.1. 서론 

3.1.1. 두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agreement) 평가방법 

두 연속형 측정치의 일치도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통계적 방법은 크게 가설검정, 지표, 구간의 세 종류의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설검정을 이용한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방법은 두 측정치 

차이에 대한 짝진 t-검정과 두 측정치간의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짝진 t-검정에서는 관찰된 차이를 

귀무가설 “차이=0” 과 비교하고, 두 측정치간의 회귀분석에서는 

귀무가설 “절편(intercept)=0, 기울기(slope)=1”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두 방법이 일치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검정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것이 귀무가설이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일치도 평가방법은 아니다. 

지수(index)를 이용한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방법은 급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와 일치성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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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CC)가 대표적이다. 급내 

상관계수는 전체 자료의 변동 중 평가대상의 차이로 인한 변동이 

차지하는 분율로, 참값을 모르는 경우 연속형 자료간의 일치도 평가에 

이용되며, 다양한 분산분석 모형 가정하에 여러 유형의 급내 상관계수가 

제안되었다. 일치성 상관계수는 같은 대상에서 한번씩 측정된 두 

자료간의 인접성 평가를 위하여 Lin(1989)에 의해 제안되었고, 두 개 

이상의 자료간의 인접성 평가와 참값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접근방법이 개발되었다(Barnhart 등, 2007). 

급내 상관계수 및 일치성 상관계수는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수로,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아 측정단위가 다른 여러 

방법간의 상대적인 신뢰도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모집단(population)을 평가하더라도 분석하는 자료(sample)의 범위가 

넓을수록 급내 상관계수와 일치성 상관계수는 커지는 한계점이 있고, 

원자료의 측정방법의 원래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은 평가도구의 

원래 측정단위에서의 일치 정도 혹은 차이 정도 등에 대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평가도구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  

한편 측정단위에서의 값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간(interval)을 이용한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방법이 Bland 와 Altman(198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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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안되었다. Bland 와 Altman 은 두 측정치간 차이의 95%가 

놓이는 구간인 95% limits of agreement(LOA)를 계산한 후, LOA 가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의 차이인가를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LOA는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에서 평가가 가능하므로 

직관적으로 해석가능하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범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일치도 평가를 위한 많은 

임상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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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두 연속형 자료의 일관성(consistency) 평가방법 

비교하는 두 연속형 자료가 다른 단위 혹은 범위를 갖는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의 유용성 평가는 두 측정치가 일관성 평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연속형 자료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통계적 방법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이다. 상관계수는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고 -1 에서 +1 까지의 범위의 값으로 요약되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측정치간 강한 선형적 관련성(높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급내 상관계수 및 일치성 

상관계수와 같이 scaled approach 가 갖는 한계점인, 측정 단위에서의 

일치 혹은 차이 정도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여 평가되는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 

Bland 와 Altman(2003)은 두 방법이 다른 단위로 표현될 때,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방법 (old)에 대한 새로운 방법 (new)의 

회귀분석 적합결과(old = a + b*new)와 예측구간(prediction 

interval)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가 주어졌을 때 

기대되는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와 그 변이 정도를 예측가능하며, 

추정된 예측구간의 너비가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이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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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기존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존 방법과 다른 단위 혹은 범위의 연속형 측정치를 

갖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기존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단위에서 해석이 가능한 방법인 Bland 와 Altman 

(2003)의 방법을 확장하여 제안하고 연구계획단계에 적용가능한 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3.2.1장에서는 같은 단위와 범위를 갖는 두 연속형 

측정치간의 일치도 평가방법인 Bland 와 Altman의 LOA (1986, 

1999)와, LOA를 이용한 연구계획시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3.2.2장과 3.2.3장에서는 다른 

단위 혹은 척도를 갖는 두 연속형 측정치간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였다. 3.3장에서는 복잡한 대상수 

산출과정을 피할 수 있는 nomogram을 제시하였고, 제안된 연구대상수 

산출식의 적절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진단법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예제로 하여 연구계획단계의 적절한 연구대상수 

산출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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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법 

3.2.1. Bland-Altman의 95% Limits of Agreement 

3.2.1.1 측정단위와 범위가 같은 두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 

측정단위와 척도가 같은 기존 방법 Y와 새로운 방법 X (혹은 평가자 

X와 평가자 Y)에 의한 i번째 자료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치를 (yi, xi) 

라고 하자. 임의의 자료에 대한 두 측정치 (yi, xi)가 충분히 비슷하다면 

두 방법(혹은 평가자)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Bland 와 Altman(1986)은 두 방법에 의한 측정치가 충분히 

비슷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두 측정결과의 차이 di = yi   xi의 약 

95%가 놓이는 구간인 (�̅�  2sd𝑑 , �̅� + 2sd𝑑) 이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 이내인가를 평가하도록 제안하였고, (�̅�  2sd𝑑, �̅� + 2sd𝑑)를 95% 

limits of agreement (LOA)라고 명칭하였다. 그리고 LOA는 분석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LOA에 대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for limits 

of agreement, LOA CI)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Hamilton 과 Stamey(2009)는 LOA 와 LOA CI 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한 자료가 주어질 때 관찰가능한 차이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인 

예측구간(prediction interval, PI)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Bland-Altman의 d =   𝑋  에 대한 100(1-α)% LOA,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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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PI, 100(1-α)% LOA 에 대한 100(1-γ)% CI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대상수가 클 때에는 𝑡𝑛−1 ,   1−𝛼
2
 대신 𝑧 1−𝛼

2
 을 이용할 수 

있다. 

 

○ 100(1-α)% LOA 

�̅� ±  𝑡𝑛−1 ,   1−𝛼
2
 𝑠𝑑 

여기서, 𝑡𝑛−1 ,   1−𝛼
2
 : 자유도 n-1 인 t 분포에서 누적확률이 1-α/2 가 되는 값 

 

○ One-sided 100(1-γ)% CI for 100(1-α)% LOA 

(�̅� ± 𝑡𝑛−1 ,   1−𝛼
2
  𝑠𝑑)   ± 𝑡𝑛−1 ,   1−𝛾 𝑠𝑑

√1

𝑛
+

𝑡
𝑛−1 ,1−

𝛼

2

2

2(𝑛  1)
 

 

○ 100(1-α)% PI 

�̅� ±  t
n−1 ,   1−

α

2

 sd √1 +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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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Bland-Altman의 LOA 의 가정 

두 측정결과의 차이 di의 95%가 놓이는 구간이 (�̅�  2sd𝑑, �̅� + 2sd𝑑) 

가 되기 위한 가정은 di ~ 𝑁(�̅�, 𝑠𝑑𝑑
2 ) 으로, ①두 연속형 측정치의 차이 

di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②두 측정치간 차이에 대한 평균과 산포정도가 

측정하는 자료의 참값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함을 

가정한다(Bland 와 Altman, 1986). 이러한 가정은 <그림 3-1>과 같이 

자료의 참값의 추정치에 해당하는 두 측정치의 평균을 가로축, 두 

측정치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한 산점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Figure 3-1 95% Limits of agreement and difference against mean plot (Fig2 from 

Bland and Altman, 1986) 

 

두 측정치의 평균과 두 측정치의 차이에 대한 산점도에서, 참값이 

증가할수록 분산이 증가하는 등의 참값에 따른 분산이 다르게 

관찰된다면, log 변환 등을 통해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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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자료를 이용한 LOA가 허용가능한 수준의 차이인가를 해석할 수 

있다(Bland 와 Altman, 1999). 

두 측정치의 차이의 평균이 두 측정치의 평균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관찰된다면, 차이와 평균에 대한 회귀식을 적합 후 LOA를 

구축할 수 있는데, 평균에 대한 회귀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면 

모든 참값의 구간에서 �̅�  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평균에 대한 

회귀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르다면, 참값의 크기에 따른 두 측정치 

차이의 평균은 적합된 회귀식으로부터 추정되는 값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이의 표준편차는, 두 측정치의 차이와 평균에 대한 회귀 

적합식으로부터 추정된 잔차의 절대값과 참값(두 값의 평균)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가능하다.  따라서 두 측정치간 차이의 평균이 참값(두 

측정치의 평균)에 따라 다른 경우의 LOA는, 두 측정치간 차이와 평균에 

대한 회귀 적합식으로부터 참값에 따른 차이의 평균을 추정하고, 차이의 

평균 추정에 이용된 회귀식의 잔차의 절대값과 두 측정치의 평균에 대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차이의 산포정도를 구축할 수 있다(Bland 와 Altman, 

1999).  

한편 두 측정결과의 차이 di의 정규분포 가정은 normality plot 혹은 

histogram 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앞의 등분산, 일정한 평균 

가정에 비해 엄격한 가정은 아니다(Bland 와 Altman, 1999).  



50 

3.2.1.3 Bland-Altman의 LOA Plot 

Bland 와 Altman(1986)은 95% limits of agreement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plot에서 가로축으로 자료의 참값의 추정치인 두 

측정치의 평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두 방법 중 하나가 gold 

standard 라 할 지라도 두 방법의 측정치의 산포가 비슷하면 가로축은 

gold standard에 의한 측정치가 아닌 두 측정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gold standard에 의한 측정치와 두 측정치간 차이는 

독립이 아니므로, 두 방법의 측정치가 동일한 경우에도 gold standard 

와 두 측정치간 차이(gold standard – test)의 산점도는 항상 양의 

직선적인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Bland 와 Altman, 1995). 그러나 

gold standard 에 의한 측정치의 산포가 나머지에 비해 작다면, 두 

측정치의 평균과 차이간에 아무 관련성이 없어도 특정한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두 측정치의 평균 대신 gold standard에 

의한 측정치를 가로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Krouw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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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Bland-Altman의 LOA 를 이용한 일치도 평가시 연구대상수 산출

방법 

Bland 와 Altman의 LOA를 이용하여 일치도를 평가할 때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으로 제안된 방법은, LOA의 정밀도(precision) 

확보를 위한 관점(Bland 홈페이지)과 LOA CI 가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최대 차이인 ±δ 내에 놓일 확률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기 

위한 관점(Lin 등, 1998)이 있다. 

LOA의 정밀도 확보를 위한 관점의 연구대상수 산출은 d =   𝑋 에 

대한 95% LOA의 양측 95% CI, 즉    ± 1   √
 

n
 sd  의 너비가 일정 

너비 이내로 추정하기 위한 대상수 산출방법으로,    ±
1

 
 sd 수준의 

정밀도에서 추정하기 위해서는 1   √
 

n
 sd  

1

 
 sd  로부터 적어도 185명, 

   ±
1

 
 sd 수준의 정밀도에서 추정하기 위해서는 1   √

 

n
 sd  

1

 
 sd 

로부터 289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LOA의 정밀도 확보를 위한 

대상수 산출 방법은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아, 

계산된 연구대상수로 두 연속형 측정치의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다. 

Lin 등(1998)은 Bland-Altman LOA의 단측 CI 가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차이인 ±δ 내에 놓일 확률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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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

(

 
 
(�̅� + 𝑡𝑛−1 ,   1−𝛼

2
  𝑠𝑑) + 𝑡𝑛−1 ,   1−𝛾  𝑠𝑑

√1

𝑛
+

𝑡
𝑛−1 ,1−

𝛼

2

2

2(𝑛  1)
  𝛿

)

 
 
 ≥ 1  β 

 

위 식을 표준편차  𝑠𝑑  의 대표본 정규근사를 이용하여 전개하면, 

Bland-Altman 100(1-α)% LOA의 단측 100(1-γ)% CI 가 임상적 

허용한계 ±δ 내에 놓일 확률을 100(1-β)%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Lin 등, 1998). 

𝑛 =

{
 
 

 
 
𝑠𝑑(

√
1+

𝑧
 1−

𝛼
2

2

2
   𝑧 1−𝛾  +  

√
𝑧
 1−

𝛼
2

2

2
   𝑧 1−𝛽)

𝛿−𝑧
 1−

𝛼
2
 𝑠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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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측정단위 혹은 규모가 다른 방법간의 일관성 평가방법 제안 

두 방법의 연속형 측정치가 다른 단위 혹은 다른 범위를 갖는 경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방법의 일관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상관계수는 자료의 원래의 측정단위로 해석이 힘든 제약이 있다. 만약 

측정단위 혹은 규모가 다른 두 방법의 연속형 측정치를 같은 단위와 

범위의 값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된 값 사이의 일치도 평가를 

통해서 두 측정방법의 일관성 혹은 대체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른 단위 혹은 다른 범위를 갖는 두 연속형 측정치에 

대해서, 같은 척도의 값으로 조정하고, 조정 후의 값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간접근법을 이용하여 일관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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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측정방법간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Y와  ̂의 Limits of Agreement 

기존 방법 Y와 새로운 방법 X에 의한 i번째 자료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치를 (yi, xi)  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yi =α+βxi + 휀𝑖 ,           휀𝑖 ∼ 𝑁(0, 𝜎
2),    i = 1,2,3,… , n 

위 관계식으로부터 임의의 xi가 주어졌을 때 기대되는 𝑦�̂� = 𝛼+βxi로, 

𝑦�̂�  과 𝑦𝑖  이 충분히 비슷하다면 X는 Y를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 X가 기존 방법 Y를 대체할 수 있는가는  ̂ 과 Y가 충분히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휀𝑖 ∼ 𝑁(0, 𝜎
2)로부터, 모든 xi에서 𝑦𝑖   𝑦�̂�  은 평균이 0, 분산이 𝜎2인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Bland-Altman의 LOA의 가정인 

일정한 비뚤림(constant bias)과 등분산성, 그리고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 X와 Y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면, 

 ̂와 Y 측정치의 일치정도는 Bland-Altman의 LOA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 𝑦�̂�  𝑦𝑖 의 95%는 대략 ±1    𝜎  이내에 

존재하므로 ±1    𝜎  는    ̂의 95% LOA(limits of agreement) 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𝜎  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추정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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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𝜎2  추정치는 �̂�2 =
∑(𝑦�̂�−𝑦𝑖)

2

𝑛−2
 

이므로,    ̂의 100(1-α)% LOA는 다음과 같다. 

휀̅ ±  𝑡𝑛−2 ,   1−𝛼
2
 �̂�                 ⋯ (I) 

항상  ̅  = 0 이므로 식(I)은 ± 𝑡𝑛−2 ,   1−𝛼
2
 �̂�  로 요약된다. 

 

LOA는 분석에 이용된 샘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추정치이므로, 

표집변동(sampling variation)을 반영하기 위하여 LOA의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치도 평가시 우리의 관심은 LOA의 하한치와 상한치가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의 최대값인 허용한계 [-δ, +δ] 내에 놓이는가 

이므로, LOA에 대한 양측 신뢰구간 대신 단측 신뢰구간을 이용한다. 즉, 

LOA 상한인 𝑡𝑛−2 ,   1−𝛼
2
  �̂� 에 대해서는 상단 신뢰구간(upper confidence 

interval), LOA 하한인 -𝑡𝑛−2 ,   1−𝛼
2
  �̂� 에 대해서는 하단 신뢰구간(lower 

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한다.  

   ̂ 의 100(1-α)% LOA에 대한 단측 100(1-γ)%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of LOA, LOA CI)은 식(II)와 같고, 

유도과정은 <부록 B.1>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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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2 ,   1−α
2
 

{
 

 

  1 + tn−2,   1−γ√1 
2

 n  2
 (
Γ (

n−1

2
)

Γ (
n−2

2
)
)

2

 

}
 

 

σ̂                ⋯ (II) 

 

식(II)로부터 LOA CI의 너비는 LOA 너비의 

{  1 + tn 2,   1  √1  
2

 n 2
 (
Γ(
n 1

2
)

Γ(
n 2

2
)
)

2

 }  배로, 이는 γ=0.05일 때, n=30 

경우 약 1.226배, n=100 경우 1.118배, n=500 인 경우 1.052배에 

해당하는 값이며, 분석에 이용된 대상수가 커질수록 LOA CI 는 LOA 에 

수렴한다. 

일치도 평가에 이용된 자료가 아주 많지 않다면, LOA는 두 값의 

차이가 놓일 수 있는 범위를 대표할 수 없어 낮은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를 보이며, LOA CI 는 넓어 현실적으로 두 방법이 

일치한다고 결론내리기가 힘들다.  

 

LOA와 LOA CI의 보완방법으로, 새로운 한 자료에 대하여 

관찰가능한 차이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이 같은 측정단위를 갖는 

방법들간의 일치도 평가에 제안되었다(Hamilton 과 Stam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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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 혹은 척도가 다른 두 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하여 동일한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추정된 두 방법간의 관계식 𝑦�̂� = �̂�+�̂�xi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한 자료에 대한 측정치를 (x0, y0) 라고 할 때, 추정된 

관계식에 의해 조정된 값 𝑦0̂과 𝑦0의 차이가 (1-α)의 확률로 놓일 수 

있는 구간, 𝑦0  𝑦0̂ 에 대한 100(1-α)% 예측구간(prediction interval, 

PI)은 식(III)과 같고, 유도과정은 <부록 B.2>에서 확인가능하다. 

 0̂ ± 𝑡𝑛−2,   1−𝛼
2
√(1 +

1

𝑛
+

1

(𝑛−1)
𝑧0
2)  �̂�                ⋯ (III)  

(z0: X분포에서 x0의 표준화 값) 

 

 0̂  대신  0̂ 의 기대값 0을 이용하면, 식(III)은 

± 𝑡𝑛−2,   1−𝛼
2
√(1 +

1

𝑛
+

1

(𝑛−1)
𝑧0
2)  �̂� 로 요약된다. 𝑦0  𝑦0̂  에 대한 PI 너비는 

LOA에 비해 √(1 +
1

𝑛
+

1

(𝑛−1)
𝑧0
2)  배로, 관계식 추정에 이용된 자료의 

개수 n이 커질수록 LOA 에 근사한다. 

𝑦0  𝑦0̂ 에 대한 PI는 x0의 위치에 따라 구간의 너비가 달라지는 즉, 

xi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1 +
1

𝑛
+

1

(𝑛−1)
𝑧0
2)  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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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3을 취하면 분포에서 아주 극단적인 0.27%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99.7%의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예측구간보다 더 넓은 보수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z0=3을 취하는 경우 PI 너비는 n=30 이면 LOA의 약 

1.159배, n=100 경우 1.049배, n=500 인 경우 1.01배로, LOA CI 와 

유사하게 대상수가 커질수록 LOA 에 수렴하나, 너비는 LOA CI에 비해 

LOA 에 더 가깝게 된다. 대상수에 따른    ̂  의 LOA 너비 대비 PI, 

LOA CI 의 너비의 비를 <부록 B.3>에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σ̂ 과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의 표준편차 s𝑦, 기존방법 Y와 

새로운 방법 X에 의한 측정치간의 상관계수 r𝑥,𝑦는 σ̂ = √(1  r ,𝑦
2)s𝑦

2 

이 성립하므로,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의 표준편차 s𝑦와 두 측정치의 

상관계수 r𝑥,𝑦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  가 놓일 수 있는 세 

종류의 구간, LOA, PI, LOA CI 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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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Y- ̂ 에 대한 Limits of Agreement Plot 

앞에서 같은 측정단위와 척도를 갖는 연속형 측정치의 일치도는 

Bland와 Altman의 LOA를 이용하여 평가가능하고, 두 측정치들의 

분산이 같다면 두 측정치의 평균을 가로축, 두 측정치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한 LOA plot 을 이용하여 LOA 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gold standard 와 일치도를 비교할 때, gold 

standard에 의한 측정치의 분산이 나머지 측정치의 분산에 비해 훨씬 

작다면 gold standard 측정치를 가로축으로 설정하여 LOA의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을 기술하였다. 

한편 비교하는 두 측정방법이 다른 측정단위 혹은 척도를 갖는 

경우 두 방법의 일관성은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두 측정결과간 

적합된 관계식에 의해 추정된  ̂의 차이,    ̂에 대한 LOA, PI, LOA CI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식을 제시하였다. 만약 

두 방법간의 관계식 적합이 잘 되었다면,    ̂은 자료의 참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평균 0, 표준편차 �̂�  를 만족한다. 즉, 회귀식 구축이 잘 

되었다면 Bland와 Altman의 LOA의 가정인 일정한 평균, 등분산성, 

정규성을 항상 만족하므로, LOA의 가정확인을 위한 별도의 plot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Bland와 Altman의 LOA plot과 대응되는 

그림 구축을 원한다면, y와 ŷ  이 충분히 가깝더라도 𝑦  ŷ와 
𝑦+ŷ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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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은 항상 양의 proportional bias, 즉 
𝑦+ŷ

2
 이 클수록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귀식의 잔차 plot에서와 같이 가로 

축으로 ŷ을 이용할 수 있다(Hopkins, 2004). 따라서 ŷ과 y 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LOA plot 구축시 세로축은 y  ŷ, 가로축은 y  ŷ와 독립인 

ŷ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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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장>에서는 두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치간 회귀식 적합이 

가능한 경우,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의 조정된 값  ̂과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의 일치도 평가시,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의 

계산방법으로    ̂ 의 LOA, LOA CI, PI 를 유도하였다.  

LOA 는 평가에 이용된 표본자료에 대해서만 해석 가능한 한계점이 

있고, LOA CI 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나 평가에 이용된 

자료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허용한계에 비해 넓어서 

일치성을 보이기 힘든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LOA와 LOA 

CI 의 절충적인 접근인 PI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PI는 x0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새로운 y0의 변동과 추정된 회귀식의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하며, 이는 다른 단위를 갖는 평가방법 비교시 

회귀분석의 예측구간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 Bland 와 Altman(2003)과 

동일하다. 그러나 Bland 와 Altman(2003)의 방법은 새로운 방법 

측정값이 주어질 때마다 예측구간 너비를 계산하고 이를 임상적인 

허용치와 비교하여야 하며, 도식화 방법(두 방법 측정치의 산점도와 

회귀적합식 및 예측구간 제시)도 직관적이지 않다. 이에 반해, 이 장에서 

제안한  와  ̂  차이가 놓일 수 있는 예측구간은 새로운 측정값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도식화가 쉬워, 두 측정치의 일관성을 직관적으로 

판단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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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측정단위 혹은 규모가 다른 방법간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

상수 산출식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추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조정된 X의 

값  ̂의 일치도 평가를 위하여, 앞에서 제안한    ̂  가 놓이는 구간이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최대 차이인 [-δ, +δ] 내에 놓이는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상수는    ̂  가 놓이는 

구간이 [-δ, +δ] 내에 놓일 확률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산출할 수 있다. 

   ̂ 가 놓이는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l, u 라 하면, 작은 β 

에 대하여 Pr(-δ ≤ l, u ≤ δ) = 1-β 를 만족하는 대상수는 Pr(u 

≤ δ) ≥ 1-β 를 만족하는 최소의 대상수이다. 

   ̂  의 100(1-α)% LOA가 [-δ, +δ] 내에 놓일 확률 1-β 

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수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대상수가 된다. 

p (𝑡𝑛−2,   1−𝛼
2
�̂�   𝛿)  ≥ 1  β                  ⋯ (IV) 

 

�̂�2 =
∑(𝑦�̂�−𝑦𝑖)

2

𝑛−2
=
∑ε

 
̂ 2

𝑛−2
 이므로, 식(IV)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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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ε

i

̂ 2

σ
2    (

𝛿

 t
n−2 ,   1−

α

2

    𝜎
)

2

(n  2)) ≥ 1  β 

휀𝑖 ∼ 𝑁(0, 𝜎
2)하에서 

∑ε ̂
2

σ2
 ~ χ2(n  2)이므로, (

𝛿

 t
n−2 ,   1−

α
2
    𝜎
)

2

(n  2)  ≥

χ1−β
2 (df = n  2)이다. 따라서    ̂에 대한 100(1-α)% LOA가 ±δ 내에 

놓일 확률 1-β 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t
n−2 ,   1−

α

2

 𝜎

δ
)

2

  
n  2

χ
1−β

2
(df = n  2)

                 ⋯ (V) 

식(V)를 해석하면, Y와  ̂ 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한 대상수는 

기대되는    ̂의 LOA와 임상적 허용한계 δ의 비로 결정되며, δ에 

비해 기대 LOA 상한이 작을수록 필요한 대상수는 적어지고, 기대 LOA 

상한이 δ에 근사할수록 많은 대상수가 요구된다. 만약 95% LOA의 

상한을 δ의 95% 정도로 기대하고, 95% LOA 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상수는 0   2   
n 2

χ0  
2 (df=n 2)

 

를 만족하는 120명이고, 기대 LOA 상한을 δ의 약 90% 정도로 설정시 

필요한 대상수는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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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 가 놓이는 구간을 PI 혹은 LOA CI 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구간이 임상적 허용한계 δ 내에 놓일 확률 1-β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는 δ 대비 각 구간 상한의 비로 계산가능하다. 즉, 

Y와  ̂의 일치도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는 구간의 종류와 무관하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대상수가 되며, 식 유도과정은 <부록 

B.4>에서 확인가능하다. 

(
𝒖𝒑𝒑𝒆𝒓  𝒍𝒊𝒎𝒊𝒕

δ
)
2

  
n  2

χ1−β
2 (df = n  2)

                 ⋯ (VI ) 

 

식(VI)를 이용하여 δ 대비    ̂이 놓이는 구간 상한의 비에 따른 

대상수 그림을 β에 따라 제시하였다<그림 3-2>.    ̂ 가 놓이는 구간 

상한이 임상적 허용한계 이하인 경우에만    ̂  의 일치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𝒖𝒑𝒑𝒆𝒓  𝒍𝒊𝒎𝒊𝒕

δ
< 1  인 범위에 한하여 연구대상수를 제시하였다. 

만약    ̂  의 100(1-α)% LOA 를 이용할 때는 𝑡𝑛−2,   1−𝛼
2
  �̂�   𝛿  인 

경우에만    ̂ 의 일치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 >
𝛿

𝑡
𝑛−2,   1−

𝛼
2

 (95% LOA 

의 경우 대략 �̂� >
𝛿

2
)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상수로도 두 방법의 

일관성을 보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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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3.3.1. Nomogram  

Y와  ̂ 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한 대상수 산출식(VI)을 이용한 

대상수 산출이 간단하지 않아 nomogram으로 제시하였다. 

허용가능한 차이의 최대값인 δ 대비    ̂이 놓이는 구간 상한의 

비에 따른 연구대상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확률 1-β에 따라 

제시하였다<그림 3-2>. 만약    ̂에 대한 PI 의 상한치를 허용가능한 

차이의 최대값인 δ의 95% 정도의 값으로 기대한다면,    ̂에 대한 PI 

가 [-δ, +δ] 내에 놓일 확률 90% 확보를 위해서는 <그림 3-

2>로부터 약 300명의 자료가 필요하다(β=0.1 의 곡선의 가로축 좌표 

0.95에 해당하는 세로축 좌표는 대략 300). 그리고 식 (VI)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하면 최소 291명으로, 식과 nomogram을 이용하여 

산출된 연구대상수는 약 9명의 차이를 보이므로, nomogram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δ 대비    ̂ 이 놓이는 구간 상한의 비에 대한 추측이 힘들어 

<그림 3-2>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 측정치간 기대되는 

상관계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nomogram을 작성하였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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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는 임상적 허용한계 δ 대비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의 

상한치의 비로 결정되는데, 구간 계산에 이용되는 σ̂ 가 

σ̂ = √(1  r𝑥,𝑦
2)s𝑦

2  임을 이용하여 ( 
δ

s𝑦
, r𝑥,𝑦

2)  이 주어진다면 구간 

종류별 대상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nomogram 을 유도하였다. 이 때, s𝑦 

는 기존방법 Y에 의해 측정된 자료의 표준편차, r𝑥,𝑦는 기존방법 Y와 

새로운 방법 X에 의한 측정치간의 기대되는 상관계수이다. 

0 2  
δ

s𝑦
< 1 4,    0 7  r𝑥,𝑦

2  0    범위의 값으로 Y와  ̂의 일치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한 ( 
δ

s𝑦
, r𝑥,𝑦

2)  조합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α=0.05, 

γ=0.05, β=0.2 로 설정하였다<그림3-3>. 

일반적으로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의 표준편차 s𝑦의 추정치는 

기존연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허용가능한 차이의 최대값인 δ는 

임상적 지식에 기반하거나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δ

s𝑦
 가 작을 

때에는 (즉, 자료의 산포정도에 비해 임상적 허용한계를 좁게 설정한 

경우) r𝑥,𝑦 는 거의 1 인 경우에만 Y와  ̂  의 일치성을 보일 확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많은 대상수를 필요로 한다. 반대로 
δ

s𝑦
 가 1에 

가깝거나 더 클 때에는 (즉, 자료의 산포정도에 비해 임상적 허용한계를 

넓게 설정한 경우) 0.9 수준의 r𝑥,𝑦  (r𝑥,𝑦
2 ≈ 0  ) 로 Y와  ̂의 일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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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대상수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Figure 3-2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upper limit of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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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Nomogram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ith ( 
𝛅

𝐬𝒚
, 𝐫𝒙,𝒚

𝟐): α=0.05, γ

=0.05, β=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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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뮬레이션 

3.3.2.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대체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두 진단법, 기존방법 Y 와 새로운 방법 

X 의 일관성 평가를 위해 제안된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2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I ] 

시뮬레이션 I 에서는    ̂ 가 놓이는 구간이 임상적 허용한계 ±δ 

내에 놓일 확률 확보를 위한 대상수 산출방법이, 일관성 평가대상인 X의 

분포 및 X와 Y간의 bias 유형과 무관하게 목표한 확률을 확보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우선 주어진 ( 
δ

s𝑦
, r𝑥,𝑦

2) 를 이용하여    ̂  에 대한 각 구간이 ±δ 

내에 놓일 확률 1-β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을 <3.2.3 장>에서 

제안한 대상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리고 n개의 (X, Y)를 갖는 

5,000개의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각 데이터 셋에서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을 추정하고, 추정된 구간이 [-δ, +δ] 내에 놓인 경험적인 

포함확률(empirical coverage probability)을 추정하였다. 자료 (X, 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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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정 및    ̂  가 놓이는 구간의 경험적인 포함확률 추정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X와 Y의 상관계수 r𝑥,𝑦 = 0    , Y의 산포정도 𝑠𝑦 = 7  , 임상적 

허용한계 δ=5 로 설정하였다. 

○    ̂  에 대한 세 구간이 ±δ 내에 놓일 확률 80% 확보를 위한 

대상수 n 은 식 (VI)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때 각 구간의 상한 

계산에 필요한 σ
̂

 은 σ
̂
= √(1  𝑟𝑥,𝑦

2 )𝑠𝑦
2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n개의 잔차는 ε ∼ 𝑁(0,  ̂2), X 는 총 14종류의 분포하에서 랜덤하게 

생성하였고, Y는 두 measure 간의 참 관계식  𝑦 =α+βx +  ε 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표 3-1>. 

○ 생성된 n 쌍의 자료 (X, Y)로 적절한 관계식 적합 후,    ̂ 에 대한 

세 종류의 구간을 추정하여 (-δ, +δ) 내에 놓이는가를 평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총 5,000 회 시행하여,    ̂ 에 대한 구간이 [-δ, +δ] 

내에 놓인 경험적인 포함확률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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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rue relationship between two measures considered in simulation I 

True relationship 

between two 

measures  

Distribution of X 

Y = X 

(no bias) 

Y = -0.5 + X 

(fixed bias) 

Y = 1.1X 

(proportional 

bias) 

Y = -0.5 + 1.1X 

(both fixed & 

proportional bias) 

X ~ U[20, 100] ○ ○ ○ ○ 

X ~ U[40, 80] ○ ○ ○ ○ 

X ~ U[47.5, 72.5] ○ ○ ○ ○ 

X ~ U[50, 70] ○ ○ ○ ○ 

X ~ U[55, 65] ○ ○ ○ ○ 

X ~ U[58, 62] ○ ○ ○ ○ 

X ~ N(60, 232) ○ ○ ○ ○ 

X ~ N(60, 11.52) ○ ○ ○ ○ 

X ~ N(60, 7.52) ○ ○ ○ ○ 

X ~ N(60, 5.82) ○ ○ ○ ○ 

X ~ N(60, 2.892) ○ ○ ○ ○ 

X ~ N(60, 1.1552) ○ ○ ○ ○ 

 

  



72 

[시뮬레이션 II ] 

동일한 측정단위와 규모를 갖는 두 측정치의 일치성 평가시, 이 

장에서 제안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식(VI)를 이용하여    ̂ 에 대한 LOA, PI, LOA CI 가 각각 [-δ, 

+δ] 내에 놓일 확률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1, n2, n3를 

계산하고, 각각의 대상수로   𝑋  에 대한 <3.2.1.1 장>의 Bland-

Altman의 LOA, PI, LOA CI이 ±δ 내에 놓이는 경험적 포함확률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3.2.1.4 장>에 제시한   𝑋  에 대한 Bland-

Altman의 LOA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 일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Lin 등(1998)의 방법을 적용한 대상수 m와    ̂ 의 LOA CI 에 대한 

대상수 n3를 비교하였고, 포함확률을 평가하였다. 이 때    ̂  에 대한 

LOA, PI, LOA CI 와   𝑋 에 대한 LOA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은 

80%, 85%, 90%, 95%을 고려하였다. 

일치성 평가를 위한 두 측정치의 차이 d =   𝑋 의 분포는 평균 0, 

표준편차 sd  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표 3-2>에 제시된 여러 

(sd, 𝛿) 하에서 대상수 (n1, n2, n3, m) 만큼의 d를 𝑁(0, sd)로부터 생성 

후, d 에 대해 추정된 세 구간이 각각 ±δ 내에 놓이는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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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𝐬𝐝, 𝛅) considered in simulation II 

δ  

sd 

2.1 2.2 2.3 2.4 2.5 5 

1 ○† ○† ○† ○† ○†  

2      ○ 

2.1      ○ 

2.2      ○ 

2.3      ○ 

2.34      ○ 

2.4      ○ 

2.45      ○ 

2.5      ○ 

† Scenario considered in Lin et 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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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I 결과] 

X와 Y의 상관계수 r𝑥,𝑦 = 0    , Y의 산포정도 𝑠𝑦 = 7  , 임상적 

허용한계 δ=5 로 설정하였을 때,    ̂  에 대한 세 구간이 임상적인 

허용한계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는, 95% 

LOA의 경우 68, 95% PI 와 95% LOA에 대한 단측 95% CI 는 각각 

153, 428 로 계산되었다. 

   ̂  에 대한 세 구간 각각의 경험적 포함확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상수 산출 시 목표한 80% 근처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단위 혹은 범위가 다른 연속형 측정방법간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VI)은 평가대상인 측정방법 X의 

분포와 두 평가방법간의 관련성, 즉 X의 분포 및 비뚤림 유형(bias 

type)에 관계없이 항상 목표한 포함확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표 3-3 

및 부록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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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mpirical coverage rate of LOA, PI and LOA CI for    ̂ when Y=X 

Distribution of X 95% LOA1) 95% PI2) 
one sided 95% CI 

for 95% LOA 3) 

X ~ U[20, 100] 80.6% 80.1% 78.5% 

X ~ U[40, 80] 80.1% 79.8% 81.3% 

X ~ U[47.5, 72.5] 80.9% 81.1% 79.0% 

X ~ U[50, 70] 80.9% 80.1% 80.5% 

X ~ U[55, 65] 81.0% 80.1% 79.6% 

X ~ U[58, 62] 81.2% 80.5% 80.3% 

X ~ U[59, 61] 80.0% 79.8% 80.0% 

X ~ N(60, 232) 79.3% 80.5% 79.7% 

X ~ N(60, 11.52) 80.0% 79.9% 79.2% 

X ~ N(60, 7.52) 80.2% 80.3% 78.6% 

X ~ N(60, 5.82) 80.3% 80.1% 79.7% 

X ~ N(60, 2.892) 80.3% 81.2% 80.0% 

X ~ N(60, 1.1552) 79.4% 81.1% 79.2% 

X ~ N(60, 0.577352) 79.9% 80.0% 79.6%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68, 

satisfying (-δ≤ 95% LOA for    ̂ ≤δ)=80%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PI for    ̂  ≤δ) with sample size of 153, 

satisfying (-δ≤ 95% PI for    ̂ ≤δ)=80%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428, satisfying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

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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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II 결과] 

동일한 측정단위와 척도를 갖는 두 측정치의 일치성 평가시,   𝑋 

95% LOA 의 단측 95%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Lin 등(1998)의 방법으로 계산된 대상수 m, 식(VI)를 이용한 

   ̂ 의 95% LOA, 95% PI, 95% LOA 의 단측 95%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1, n2, n3는,  
sd

𝛿
 > 0.41 인 경우 

모든 (sd, 𝛿) 에서 n1 < n2, <n3 < m 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sd

𝛿
 < 0.41 

인 경우 n1 < n2, < m <n3 인 양상을 보였다<표 3-4 및 부록 B.5>. 

   ̂  의 95% LOA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1 으로 시행한   𝑋의 95% LOA 의 경험적 포함확률은 모두 

80%보다 낮은 65% 내외의 수준을 보였고, 대상수가 작을수록 (즉, 
sd

𝛿
가 

0.5보다 많이 작아서 기대하는    ̂가 놓이는 구간의 상한치가 δ보다 

작을수록) 높은 포함확률을 보였다. 이는 표본 표준편차 s =
∑ (𝑑𝑖−�̅� )

2𝑛1
𝑖 1

𝑛1−1
 

와 모 표준편차 σ의 관계가 E(s)≤σ로, 대상수가 작을 때 s는 σ에 

비해 작게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좁은 LOA를 추정하고 ±δ 내에 놓일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의 95% PI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2로 시행한   𝑋의 95% PI의 경험적 포함확률은 약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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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n1 에서와 같이 대상수가 작을수록(즉, 기대하는    ̂가 놓이는 

구간의 상한치가 δ보다 작을수록) 높은 포함확률을 보였다. 한편 n2 로 

시행한   𝑋  의 PI 의 포함확률이 n1 에서 관찰된 포함확률보다 높은 

65%~90% 수준으로 관찰된 이유는,    ̂의 PI 가   𝑋의 PI 에 비해 

1

(𝑛−1)
𝑧0
2 만큼 더 고려되어 추정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n2 도 실제   𝑋의 

PI 에 대한 연구대상수보다 더 크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 의 95% LOA에 대한 단측 95%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 

80%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n3 로 시행한   𝑋 의 95% LOA에 대한 

단측 95% CI 의 경험적 포함확률은 약 35%~55% 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  의 LOA CI 가   𝑋  의 LOA CI 에 비해 더 좁게 

추정되므로    ̂ 의 LOA CI 를 위한 대상수 n3 도 실제   𝑋 의 LOA 

CI 에 대한 대상수 m보다 더 작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상수 m 으로 시행한   𝑋 의 95% LOA 에 대한 단측 95% CI 

의 경험적 포함확률은 모두 목표한 80%보다 낮은 50%~60% 수준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Lin 등(1998)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상수 m 산출 시 

대표본 근사를 이용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 = 0  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생성된 자료에서 추정된 평균 �̅�  대신 �̅� = 0  으로 

설정 후 재추정된   𝑋  의 95% LOA에 대한 단측 95% CI의 경험적 

포함확률을 살펴본 결과, z 분포를 이용한 LOA CI는 모두 80%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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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확률을 보였고, t 분포를 이용한 LOA CI는 대상수가 클수록 80%에 

가깝게 관찰되었다. 

 

Table 3-4 Sample sizes satisfying p (-δ ≤ limit ≤ δ) = 80%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 

for    ̂ 

(n1) 

95% PI for 

   ̂ 

(n2)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n3)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𝑿 

(m) 

d ~ N(0, 12) 2.1 98 208 656 807 

d ~ N(0, 12) 2.2 42 101 237 275 

d ~ N(0, 12) 2.3 25 66 126 137 

d ~ N(0, 12) 2.4 18 48 80 82 

d ~ N(0, 12) 2.5 15 38 57 55 

d ~ N(0, 22) 5 15 38 57 55 

d ~ N(0, 2.12) 5 19 51 87 90 

d ~ N(0, 2.22) 5 29 73 146 162 

d ~ N(0, 2.32) 5 50 118 294 346 

d ~ N(0, 2.342) 5 67 151 421 507 

d ~ N(0, 2.42) 5 122 248 836 1040 

d ~ N(0, 2.452) 5 256 458 1900 2421 

d ~ N(0, 2.52) 5 943 1378 5807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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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Empirical coverage rate with sample sizes of (n1, n2, n3, m) from Table3-4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1) 95% PI2) 
one-sided 95% CI 

of 95% LOA 3) 

one-sided 95% CI 

of 95% LOA 4) 

d ~ N(0, 12) 2.1 61.3% 75.6% 48.1% 57.9% 

d ~ N(0, 12) 2.2 62.5% 80.6% 48.0% 56.9% 

d ~ N(0, 12) 2.3 62.4% 85.2% 50.9% 55.2% 

d ~ N(0, 12) 2.4 63.9% 87.3% 52.2% 53.1% 

d ~ N(0, 12) 2.5 68.1% 89.9% 53.2% 51.3% 

d ~ N(0, 22) 5 67.2% 90.0% 53.2% 52.4% 

d ~ N(0, 2.12) 5 64.9% 86.8% 51.5% 53.3% 

d ~ N(0, 2.22) 5 63.9% 84.0% 50.6% 54.6% 

d ~ N(0, 2.32) 5 61.9% 80.0% 49.2% 56.6% 

d ~ N(0, 2.342) 5 61.9% 77.4% 48.3% 57.4% 

d ~ N(0, 2.42) 5 60.8% 73.8% 48.2% 58.2% 

d ~ N(0, 2.452) 5 60.7% 71.1% 47.2% 59.9% 

d ~ N(0, 2.52) 5 60.4% 66.6% 35.4% 59.5%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LOA for   𝑋 ≤δ) with sample size n1 from 

Table 3-4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PI for   𝑋 ≤δ) with sample size n2 from Table 

3-4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δ) with 

sample size n3 from Table 3-4 

4)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δ) with 

sample size m from Tab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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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mpirical coverage rate with sample sizes of (n1, n2, n3, m) from Table3-4 

[A]: Empirical coverage of 95% LOA for Y-X with sample size n1 from Table3-4 

[B]: Empirical coverage of 95% PI for Y-X with sample size n2 from Table3-4 

[C]: Empirical coverage of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Y-X with sample size n3 

from Table3-4 

[D]: Empirical coverage of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Y-X with sample size m 

from Tabl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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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새로운 측정방법의 기존방법 대체가능성 평가 예제 

이 장에서는 연속형 측정치를 갖는 새로운 측정방법이 기존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 임상연구에 대하여, 일관성 및 일치도 평가를 

위한 적절한 연구대상수 산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3.3.1  다른 척도를 갖는 측정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

출 예제 

타액의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아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학적 표지자(biomarker)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meringer SA 등(2012)은 타액의 알파 아밀라아제 채취를 위하여, 

측정시간이 짧고 측정이 용이한 filter paper (FP), X를 이용하는 것이 

gold standard 로 고려되는 방법인 passive drool (PD), Y 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통계적인 대상수 산출과정 없이 9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FP 와 PD 를 이용한 알파 아밀라아제 채취를 진행하였다. 각 방법에서 

채취된 알파 아밀라아제의 분포는 FP 의 경우 0.5 ~ 24.4 U/ml, PD 의 

경우 10.5 ~ 325.4 U/ml 였다. 두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이한 범위 

의 값을 보였으므로 X와 Y의 추정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조정된 X와 

Y의 차이가 임상적 허용한계 (δ) ±25 이내인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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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scale의 연속형 측정값을 갖는 새로운 측정방법이 기존방법을 

대체가능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대상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 

에 대한 일관성 평가를 대상수 산출식 (VI) 혹은 <그림 3-2>의 

nomogram 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  에 대한 PI 상한을 임상적 허용한계 +25 의 약 90%에 

해당하는 +22.5 정도로 기대하는 경우, 연구자료에서 추정되는    ̂ 에 

대한 PI 가 ±25 내에 놓일 확률 80% 확보를 위하여 약 25명, 확률 90% 

확보를 위하여는 약 65명 정도가 필요하다. 식 (VI) 을 이용하면 각각 

26명, 65명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그림 3-2>의 nomogram 을 이용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  에 대한 PI 상한에 대한 추측이 힘든 경우,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의 산포도 정보인 s𝑦 와 두 방법에 의한 측정값간의 상관계수 

r𝑥,𝑦 에 대한 기대치를 줄 수 있다면 <그림 3-3> 의 nomogram 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D 로 측정된 알파 아밀라아제의 s𝑦 = 2  라고 알려져 

있고, r𝑥,𝑦 = 0   를 기대한다면,  ̂ = √(𝟏  0  2) × 2 ≈ 10  , 
 ̂

𝛿
< 

1

2
 

이므로 적정 대상수를 이용하여    ̂ 의 일치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림 

3-3>을 이용하여 대상수 산출시 필요한 정보는 (
𝛿

𝑆𝐷𝑦
, r𝑥,𝑦)로, 

𝛿

𝑆𝐷𝑦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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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𝑥,𝑦
2 = 0  1 이다. <그림 3-3> 의 nomogram 에 r𝑥,𝑦

2 = 0  1  인 

경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r𝑥,𝑦
2 = 0  1 

보다 작은 r𝑥,𝑦
2 = 0    을 이용할 수 있다.    ̂  에 대한 95% LOA 가 

±25 내에 놓일 확률 80% 확보를 위해서는 약 26명, 95% PI는 67명, 

95% LOA 에 대한 단측 95% CI 는 130명이 필요하다.  

만약 r𝑥,𝑦 = 0    를 기대한다면 
𝛿

𝑆𝐷𝑦
= 1, r𝑥,𝑦

2 = 0  02  이므로 

𝛿

𝑆𝐷𝑦
= 1, r𝑥,𝑦

2 = 0  0 을 이용하여 대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림 3-

3> 의 nomogram 에서 
𝛿

𝑆𝐷𝑦
= 1  인 경우 대상수 산출이 가능한 경우로 

제시된 범위는 대략 0 7 < r𝑥,𝑦
2 < 0    이다. 즉, 

𝛿

𝑆𝐷𝑦
= 1  인 경우, 

r𝑥,𝑦
2 < 0 7  일 때에는 어떤 수의 대상수로도 일치성을 보일 수 없으며, 

r𝑥,𝑦
2 > 0    일 때에는 어떤 수의 대상수로도 일치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𝛿

𝑆𝐷𝑦
= 1, r𝑥,𝑦

2 = 0  0  를 기대하는 경우, 연구기간내 수행 가능한 

임의의 대상수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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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같은 척도를 갖는 측정방법의 일치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

출 예제 

Jandaghi 등(2015)은 전립선 용적 측정시 덜 침습적인 경복부 

초음파 검사(Transabdominal Ultrasonography, TAUS) X가 경직장 

초음파 검사 경직장 초음파(Transrectal ultrasonography, TRUS) Y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Bland-Altman의 95% LO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계획단계에서 두 검사 측정치간의 상관계수 0.5를 기대하고 검정력 

80%를 확보하기 위하여 40명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이 일치도 

평가의 주된 방법으로 Y-X 에 대한 LOA 가 임상적 허용한계 ±5 내에 

놓이는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LOA 관점에서 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LOA 를 이용한 연속형 자료의 일치도 평가연구를 계획할 때는, 

LOA CI 가 임상적 허용한계 ±δ 내에 놓이는 확률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Lin 등(1998)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할 

수 있다.  

  𝑋 = d 에 대한 표준편차  𝑠𝑑 = 2 가정이 가능하다면 95% LOA의 

단측 95% 신뢰구간이 임상적 허용한계 ±5 내에 놓일 확률 80% 

확보를 위하여 적어도 66명이 필요하다.  𝑠𝑑 가 커질수록 대상수는 

커지는데  𝑠𝑑 = 2 4  인 경우에는 2,350명 이상이 필요하며,  𝑠𝑑 > 2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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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면  𝑠𝑑 >
𝛿

2
 이므로 어떠한 대상수로도 일치성을 보일 수 없다. 

만약 <3.2.3 장>에서 제안한    ̂  를 이용한 일치도 평가를 

계획한다면, 식 (VI) 혹은 <그림 3-2>의 nomogram 을 이용하여 

대상수 산출이 가능하다.  

   ̂  에 대한 PI 상한을 임상적 허용한계 +5 의 약 95%에 

해당하는 +4.75 정도로 기대하는 경우, 연구자료에서 추정되는    ̂ 에 

대한 PI 가 ±5 내에 놓일 확률 80%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대상수는 

<그림 3-2>로부터 약 120명, 확률 90% 확보를 위하여는 약 300명 

정도가 필요하다. 식 (VI) 을 이용하면 각각 120명, 291명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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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및 결론 

3장에서는 기존 방법과 다른 단위 혹은 척도의 연속형 측정치를 

갖는 새로운 방법이 기존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 방법을 제안하고, 대상수 산출시 복잡한 계산을 

피할 수 있는 nomogram 을 제시하였다.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다른 단위 혹은 범위의 값은 갖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 의 일관성은,    ̂  가 놓이는 구간과 

임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차이의 최대치인 δ의 비교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  가 놓이는 구간이 [-δ, +δ] 내에 놓일 

일정 수준의 확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유도하였다. 

제안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은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의 분포와 bias 종류(측정치 Y와 X의 관계식)와 무관하게 

목표한 포함확률을 보였다.  

동일한 측정단위와 범위를 갖는 두 측정치의 일치성 평가시, 이 

장에서 제안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은,   𝑋 의 

표준편차가 임상적 허용한계 δ의 약 45%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의 PI 를 이용하는 경우 목표한 포함확률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𝑋의 표준편차가 임상적 허용한계 δ의 약 45% ~ 50% 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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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한 확률보다 10% ~ 15% 정도 낮은 포함확률이 추정되었다. 한편, 

LOA와 LOA CI 의 경우 항상 목표한 확률보다 15% ~ 35% 정도 낮은 

수준의 포함확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Lin 등(1998)의   𝑋의 

LOA CI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이 장에서 제안한    ̂에 

대한 구간과 Lin 등(1998)의   𝑋에 대한 구간에 대한 연구대상수 

산출 시 차이의 평균을 항상 0 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자료에서 

추정되는   𝑋에 대한 평균 �̅�는 0 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생성된 자료에서 추정된 평균 �̅�  대신 �̅� = 0 으로 설정 후 재추정된 

구간은 모두 목표한 수준의 포함확률을 보였다. 따라서 Lin 

등(1998)에서 제안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이 목표한 포함확률을 확보를 

위해서는 �̅�  의 기대값이 0 일지라도 임의의 한 자료(sample data 

set)에서의 �̅�  의 가능한 크기를 반영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하는 것이 

목표 포함확률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일치성 평가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의 낮은 포함확률은, Lin 등(1998)에서와 같이 목표하는 확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률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하면 낮은 포함확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목표 확률보다 얼마나 높게 

설정할 지는 <그림 3-4>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 방법과 다른 단위 혹은 척도의 연속형 측정치를 갖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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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하여 세 종류의 구간, LOA, PI, LOA CI 을 

제시하였다. 대상수 n≥500 인 경우    ̂  의 LOA 대비 PI의 너비는 

약 1.01배, LOA 대비 LOA의 단측 95% CI 는 약 1.05배로, 대상수가 

크다면 세 종류의 구간은 비슷할 것이나, 대상수가 작은 경우에는 구간 

종류에 따라    ̂ 의 일치성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LOA는 평가에 

이용된 표본자료에 대해서만 해석이 가능한 제약점이 있고, LOA CI 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나 대상수가 작은 경우에는 구간의 

너비가 넓어 일치성을 보이기가 힘들다. Hamilton와 Stamey (2009)는 

일치성 평가연구에서 LOA와 LOA CI 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한 

자료가 주어질 때 관찰가능한 차이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인   𝑋의 PI을 

제안하였는데, 일관성 평가연구에서도 PI 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의 PI 는 새로운 한 자료가 주어질 때 기대되는 

 ̂과 Y의 차이가 놓일 수 있는 구간으로, 추정된 회귀식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  의 PI 에 대한 연구대상수는   𝑋의 일치성 

평가 연구에서도 목표한 확률과 비교하여 -15% ~ +10% 차이내의 

포함확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치성 평가를 위해 제안된 Lin 등(1998)의 

방법보다 높은 목표확률에 해당한다<그림 3-4>. 

3장에서는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대상수 산출 방법과 이에 

대한 nomogram을 제시하여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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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단계에서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3-2>.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수의 nomogram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 이 놓이는 구간의 상한과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의 최대치 δ의 비이다. 만약    ̂  이 놓이는 구간 상한에 

대한 추측이 힘들다면, 두 측정치간 기대되는 최소한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범위의 값에 대하여 연구대상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nomogram을 추가로 개발하였다<그림 3-3>. 두 방법에 

의한 측정치간 기대되는 상관계수를 이용한 nomogram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자료의 표준편차와 임상적 

허용한계의 비와 상관계수로, 이러한 수치들은 기존 연구, 임상적 지식 

혹은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가능하다. 

이 장에서 제안한 일관성 평가를 위한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은 두 

방법에 의한 측정치간 단순 선형 회귀식 적합이 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유도되었다. 즉,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 그리고 독립성 가정이 

적절함의 확인이 선행된 후에야 일관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회귀식 

적합을 위한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모집단에서 관찰가능한 다양한 값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대상수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이용하여 최소 20~3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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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정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대상수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오차의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환을 하거나 분산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는 

가중회귀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제안한 일관성 평가방법은 각 측정방법에서 한번씩만 

측정되었다는 설정 하에,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않고 상수로 취급하였고, X와 Y의 관계식은 단순 선형회귀모형, 

두 측정방법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향후 연구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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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이 논문은 진단법의 일치도 및 일관성 평가에서 측정단위나 

차원(dimension)이 없는 지수를 대체하여, 측정단위에서 해석가능한 

직관적인 수치를 활용한 일치도 및 일관성 평가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가 명목형 범주로 분류될 때의 측정자 간·측정방법 간 

일치도 평가와, 연속형으로 수집되지만 측정단위 혹은 범위가 다른 

측정방법 간의 일관성 평가를 위한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제안하고, 복잡한 대상수 계산과정 없이 대상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nomogram 을 개발하였다.  

명목형 범주로 분류되는 진단법의 평가자 간·평가방법 간 일치도 

평가를 위해, kappa 대신 주변확률(혹은 유병율)과 단순 일치율을 

이용하여 대상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Donner 와 Eliasziw 

(1992)의 적합도 평가(goodness-of-fit test)에 기반한 kappa 검정을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에, 주변확률이 주어졌을 때 kappa 와 단순 

일치율의 알려진 관계식을 적용하여 제안된 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였다. 

측정결과가 연속형으로 수집되지만 측정단위 혹은 척도(scale)가 

다른 두 평가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해서는, 상관계수 대신 조정된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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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놓일 수 있는 구간과 임상적으로 허용가능한 차이의 최대한계의 

비를 이용하여 대상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를 회귀식 적합을 통해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같은 

척도로 조정한  ̂  과 Y의 일치성 평가를 Bland-Altman(2003)의 

방법을 확장하여 제안하였고,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이 임상적 

허용한계 내에 놓일 확률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였다. 두 측정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해 제안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은, 일관성 평가대상인 X의 분포 및 두 측정방법간의 

비뚤림 유형과 무관하게 목표한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를 

보였으며, 동일한 측정단위와 범위를 갖는 두 측정방법의 일치성 평가에 

적용한 경우에도 일치성 평가를 위한 Lin 등(1998)의 연구대상수 

산출식과 유사한 수준의 포함확률을 확보하였다. 

진단결과가 명목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두 진단결과간 일치도 검정이 

목적인 연구를 위하여 카파지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변확률과 단순 

일치율을, 진단결과가 연속형이지만 측정단위 혹은 범위가 다른 진단법 

간의 일관성 평가가 목적인 연구를 위해서 상관계수를 대체할 수 있는 

조정된 값의 차이가 놓이는 구간과 임상적 허용한계의 비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수 산출식과 nomogram 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단법의 유용성 평가시 자료 원래의 측정단위 및 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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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해석이 가능한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여, 자료수집 현장에서 

일관성 및 일치성 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합리적인 기대효과 

설정과 연구대상수 산출을 도와 연구계획시 쉽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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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1 SAS code for nomogram for sample size calculation with binary 

outcome measures  

** Type 5 (prevalence, x, discordance under H0); 

data Type5; 

 do pi=0.05  to 0.5 by 0.05; 

  do p=0.05 to 2*pi*(1-pi) by 0.05; 

   u=2*pi; a=1-p; 

   x=( (1-p)/(u-p)/(2-u-p) + 1/p )**(-1); 

   output; 

  end;  

 end; 

 keep pi p x a; 

 label pi='pi' p='discordance under H0' a='concordance under H0';  

run; 

 

** Type 2 (Sample size, x, discordance difference between H0 & H1); 

data Type2; set Type5; 

 do d=0.05  to p by 0.05; 

  N= x*7.85/(d**2) ;  outpu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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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d='discordance difference';  

run; 

data nomo; set type2; 

 if p<0.49; 

 pi_l=0.05;  n_u=1000; x_l=0.03;  x_u=0.25;  

 array psolid{10} psolid1-psolid1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array pdot{36} pdot1-pdot36 (0.06 0.07 0.08 0.09  

    0.11 0.12 0.13 0.14  0.16 0.17 0.18 0.19   

    0.21 0.22 0.23 0.24  0.26 0.27 0.28 0.29  

    0.31 0.32 0.33 0.34  0.36 0.37 0.38 0.39  

    0.41 0.42 0.43 0.44  0.46 0.47 0.48 0.49); 

 array nlabel{25} nlabel1-nlabel25 (8 10 15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 

 array solid{23} solid1-solid23 (10 15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900 ); 

 array dot{42} dot1-dot42 (8 9   11 12 13 14  

   16 17 18 19   21 22 23 24   

   26 27 28 29     35 45 55 65  

   75 85 95   110 120 130 140   

   160 170 180 190   210 220 230 240   

   450 550 650 750  850); 

 

 y_class='pi'; gr=a; gr_class='p00'; y1=pi; y2=.; output; 

 y_class='n'; gr=d; gr_class='diff'; y1=.; y2=n;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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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y2='Sample size'; 

proc sort data=nomo; by gr y2; run; 

 

ods graphics / reset width=12in imagename="nomo_2D" imagefmt=tiff; 

%macro nomo2D; 

goptions reset=all;  

proc template; 

 define statgraph graph.density2; 

 begingraph/ designwidth=1500px designheight=1200px; 

 layout lattice / rows=2 rowweights=(0.35 0.65); 

 

 layout overlay /  

 yaxisopts=(griddisplay=on label=" Marginal prevalence ((*ESC*){Unicode pi})"    

labelattrs=(weight=bold size=12PX color=black style=italic)     

  display=(line  label tickvalues )  tickvalueattrs=(size=9PX weight=bold 

style=italic)  

     linearopts=(thresholdmin=0 

thresholdmax=0.02 viewmin=0.05 viewmax=0.58 tickvaluesequence=(start=0.04 end=0.55 

increment=0.05)  

 tickvaluelist=(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tickdisplaylist=("0.05/0.95" "0.10/0.90" "0.15/0.85" "0.20/0.80" "0.25/0.75" 

"0.30/0.70" "0.35/0.65" "0.40/0.60" "0.45/0.55" "0.50/0.50")) ) 

 xaxisopts=(griddisplay=on display=(line )  

linearopts=(thresholdmin=0 thresholdmax=0 viewmin=0.03 viewmax=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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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valuesequence=(start=0.04 end=0.30 increment=0.01)) 

 ); 

    entry halign=right "Proportion of agreement under H" {sub '0'}/ valign=top 

textattrs=(color=black size=11PX weight=bold style=italic);      

 

 %do j=1 %to 10; vectorplot x=x_u y=psolid&j xorigin=x_l 

yorigin=psolid&j/arrowheads=false  LINEATTRS = (pattern=1) ; %end; 

 %do j=1 %to 36; vectorplot x=x_u y=pdot&j xorigin=x_l 

yorigin=pdot&j/arrowheads=false  LINEATTRS = (pattern=3 COLOR= GRAYBB) ;

 %end; 

 

 seriesplot x=x y=y1 /group=gr CURVELABEL =gr 

CURVELABELATTRS=(FAMILY="Arial" SIZE=10PX weight=bold style=italic ) LINEATTRS = 

(thickness=3 ); 

 endlayout; 

 

 

 layout overlay /   

 yaxisopts=(griddisplay=on label='Sample size'    labelattrs=(weight=bold 

size=12PX color=black style=italic)   display=(label tickvalues) Type=LOG   

tickvalueattrs=(size=9PX weight=bold style=italic)  

 logopts=(base=2  tickintervalstyle= LINEAR  minorticks=true thresholdmin=0 

thresholdmax=0 viewmin=7 viewmax=1000 )) 

 xaxisopts=(griddisplay=on display=(line)  

 linearopts=(thresholdmin=0 thresholdmax=0 viewmin=0.03 viewmax=0.25  

tickvaluesequence=(start=0.04 end=0.30 increment=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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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halign=right "Difference between proportions of agreement under H" {sub 

'0'} " and H" {sub '1'} / valign=top textattrs=(color=black size=11PX weight=bold 

style=italic);       

 

 %do j=1 %to 22;  vectorplot x=x_u y=solid&j xorigin=x_l 

yorigin=solid&j/arrowheads=false  LINEATTRS = (pattern=1  COLOR= GRAYBB) ;

 %end; 

 %do j=1 %to 41;  vectorplot x=x_u y=dot&j xorigin=x_l 

yorigin=dot&j/arrowheads=false  LINEATTRS = (pattern=3  COLOR= GRAYBB) ;

 %end; 

 

 seriesplot x=x y=y2 /group=gr  CURVELABEL =gr 

CURVELABELATTRS=(FAMILY="Arial" SIZE=10.5PX weight=bold style=italic) LINEATTRS = 

(PATTERN=1 thickness=2 color=black)  ; 

 endlayout; 

  endlayout; 

endgraph; 

end; 

run; 

 

ods graphics on ; 

proc sgrender data=nomo  template=graph.density2; run; 

%mend; 

%nom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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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B.1. 100(1-α)% LOA의 단측 100(1-γ)% CI  

100(1-α)% LOA의 분산 var (± tn−2 ,   1−α
2
  σ̂)는 다음과 같다. 

var (± tn−2 ,   1−α
2
  σ̂)  =  t

n−2 ,   1−
α

2

2  var(√σ2̂) 

= t
n−2 ,   1−

α

2

2  var(√
σ2

n−2
 
n−2

σ2
σ2̂)  

= t
n−2 ,   1−

α

2

2  
σ2

n−2
 var(√ 

n−2

σ2
σ2̂)  

 

한편, X~𝜒𝑛
2 이면  √ ~𝜒𝑛 이고, √  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𝐸(√ ) = √2
Γ(
𝑛+1

2
)

Γ(
𝑛

2
)
= 𝜇,      𝑉(√ ) = 𝑛  𝜇2  

 

n−2

σ2
σ2̂ ~ 𝜒𝑛−2

2  이므로 √
n−2

σ2
σ2̂ ~ 𝜒𝑛−2 이며, √ 

n−2

σ2
σ2̂ 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var(√ 
n  2

σ2
σ2̂) = (n  2)  2(

Γ(
𝑛−1

2
)

Γ (
𝑛−2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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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 tn−2 ,   1−α
2
  σ̂)  =  t

n−2 ,   1−
α

2

2  
σ2

n  2
 var(√ 

n  2

σ2
σ2̂) 

 =  t
n−2 ,   1−

α

2

2  
σ2

n  2
 {(n  2)  2(

Γ(
𝑛−1

2
)

Γ(
𝑛−2

2
)
)

2

} 

= t
n−2 ,   1−

α

2

2  σ2  {1  
2

n−2
(
Γ(
𝑛−1

2
)

Γ(
𝑛−2

2
)
)

2

}  

 

 

∴ 100(1-α)% LOA 의 단측 100(1-γ)% CI:  

(± tn−2 ,   1−α
2
  σ̂ )  ± tn−2,   1−γ√ tn 2 ,   1 α

2

2  σ2  {1  
2

n  2
(
Γ (

𝑛 1

2
)

Γ (
𝑛 2

2
)
)

2

}   

= ±{  tn−2 ,   1−α
2
 σ̂  +  tn−2,   1−γ  tn−2 ,   1−α

2
  σ √1  

2

n−2
(
Γ(
𝑛−1

2
)

Γ(
𝑛−2

2
)
)

2

  } 

= ± tn−2 ,   1−α
2
{  1 + tn−2,   1−γ√1 

2

 n−2
(
Γ(
n−1

2
)

Γ(
n−2

2
)
)

2

 }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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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새로운 하나의 관측치 (y0, x0)가 주어졌을 때, 100(1-α)% PI 

새로운 하나의 관측치 (y0, x0)가 주어졌을 때, 예측모형에 의해 예측되

는 값과 실제 값 차이의 변동은, 아래와 같이 실제 관측치의 변동과 예측

값의 변동의 합으로 요약가능하다. 

𝑣𝑎𝑟 (𝑦0   𝑦0̂) = 𝑣𝑎𝑟(𝑦0) + 𝑣𝑎𝑟(𝑦0̂) 

 

한편 예측값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𝑣𝑎𝑟(𝑦0̂) = 𝑣𝑎𝑟 (�̂� + �̂� 0) = 𝑣𝑎𝑟 (�̂�) + 𝑣𝑎𝑟(�̂� 0) + 2 𝑐𝑜𝑣(�̂�, �̂� 0) 

= 𝑣𝑎𝑟 (�̂�) +  0
2 𝑣𝑎𝑟(�̂�) + 2 0 𝑐𝑜𝑣(�̂�, �̂�)  

=
𝜎2

𝑛 ∑ ( 𝑖   ̅)
2𝑛

𝑖=1

∑ 𝑖
2

𝑛

𝑖=1

+  0
2  

𝜎2

 ∑ ( 𝑖   ̅)
2𝑛

𝑖=1

+ 2 0  
 𝜎2 ̅

 ∑ ( 𝑖   ̅)
2𝑛

𝑖=1

  

=
𝜎2

 ∑ ( 𝑖   ̅)
2𝑛

𝑖=1

  ( 
1

𝑛
∑ 𝑖

2

𝑛

𝑖=1

+  0
2  2 0  ̅)  

=
𝜎2

 ∑ ( 𝑖   ̅)
2𝑛

𝑖=1

  ( 
1

𝑛
∑ 𝑖

2

𝑛

𝑖=1

  ̅2 +  ̅2 +  0
2  2 0  ̅)  

=
𝜎2

 ∑ ( 𝑖   ̅)
2𝑛

𝑖=1

  ( 
1

𝑛
 [∑ 𝑖

2  
1

𝑛
(∑ 𝑖

𝑛

𝑖=1

)

2𝑛

𝑖=1

] + (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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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𝜎2  ( 
1

𝑛
+ 

( 0    ̅)
2

 ∑ ( 𝑖   ̅)
2𝑛

𝑖=1

)  

 

따라서 새로운 하나의 관측치 (y0, x0)가 주어졌을 때, 예측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값과 실제 값 차이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𝑣𝑎𝑟 (𝑦0   𝑦0̂) = 𝑣𝑎𝑟(𝑦0) + 𝑣𝑎𝑟(𝑦0̂) =  𝜎
2 + 𝜎2  ( 

1

𝑛
+ 

( 0    ̅)
2

 ∑ ( 𝑖   ̅)
2𝑛

𝑖=1

) 

= 𝜎2  (1 +  
1

𝑛
+ 

( 0    ̅)
2

 ∑ ( 𝑖   ̅)
2𝑛

𝑖=1

) 

= 𝜎2  (1 +  
1

𝑛
+ 
( 0    ̅)

2

 (𝑛  1)𝑠𝑥
2) 

= 𝜎2  (1 +  
1

𝑛
+ 

𝑧0
2

 (𝑛  1)
)  

 

∴ 100(1-α)% PI: (𝑦0   𝑦0̂)  ± 𝑡𝑛−2 ,   1−𝛼
2
 √(1 +  

1

𝑛
+ 

𝑧0
2

 (𝑛−1)
)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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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LOA 대비 각 구간(LOA CI, PI)의 너비 inflation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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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의 100(1-α)% PI 혹은 100(1-α)% LOA 에 대한 단측 

(1-γ)% CI 가 ±δ 내에 놓일 확률 1-β 를 확보하기 위한 대상수 산

출식 유도과정 

 

p ( 𝑡𝑛−2,   1−𝛼
2
 c  �̂�   𝛿)  ≥ 1  β, 

where  c =

{
 
 

 
 √(1 +

1

𝑛
+

1

(𝑛−1)
𝑧0
2) , 𝑃𝐼

1 + tn−2,   1−γ√1  
2

 n−2
 (
Γ(
n−1

2
)

Γ(
n−2

2
)
)

2

, 𝐿𝑂𝐴 에 대한 단측  (1  𝛾)% 𝐶𝐼

 

 

→ p(  �̂�2  (
𝛿

𝑡𝑛−2,   1−𝛼
2
 𝑐
)

2

) ≥ 1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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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 =
∑ε

 
̂ 2

𝑛−2
 이므로, 

→ p( 
∑  î

2

𝑛  2
  (

𝛿

𝑡𝑛−2,   1−𝛼
2
 𝑐
)

2

) ≥ 1  β 

→ p(
∑ î

2

σ2
  (

𝛿

𝑡𝑛−2,   1−𝛼
2
  𝑐 𝜎

)

2

(n  2))  ≥ 1  β 

 

휀𝑖 ∼ 𝑁(0, 𝜎
2) 하에서 

∑ε ̂
2

σ2
 ~ χ2(n  2)이므로,  

(
𝛿

𝑡𝑛−2,   1−𝛼
2
 𝑐 𝜎

)

2

(n  2) ≥ χ1−β
2 (df = n  2) 

→ (
𝑡𝑛−2,   1−𝛼

2
  𝑐 𝜎

𝛿
)

2

 
(n  2)

χ1−β
2 (df =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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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시뮬레이션 I 결과:    ̂ 에 대한 세 구간의 경험적 포함확률 

Table B-1 Empirical coverage rate of LOA, PI and LOA CI    ̂ when there’s fixed 

bias 

Distribution of X 95% LOA1) 95% PI2) 
one sided 95% CI 

for 95% LOA 3) 

X ~ U[20, 100] 80.0% 80.3% 80.3% 

X ~ U[40, 80] 79.6% 79.3% 79.6% 

X ~ U[47.5, 72.5] 79.7% 80.0% 79.7% 

X ~ U[50, 70] 80.4% 79.7% 80.5% 

X ~ U[55, 65] 81.2% 80.1% 80.6% 

X ~ U[58, 62] 80.7% 80.6% 79.7% 

X ~ U[59, 61] 80.1% 80.5% 79.0% 

X ~ N(60, 232) 80.0% 79.8% 80.1% 

X ~ N(60, 11.52) 80.5% 80.8% 79.8% 

X ~ N(60, 7.52) 80.0% 80.8% 79.7% 

X ~ N(60, 5.82) 81.4% 79.9% 79.9% 

X ~ N(60, 2.892) 80.6% 79.8% 79.1% 

X ~ N(60, 1.1552) 79.3% 80.7% 79.4% 

X ~ N(60, 0.577352) 80.1% 80.6% 79.4%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68, 

satisfying (-δ≤ 95% LOA for    ̂ ≤δ)=80%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PI for    ̂ ≤δ) with sample size of 153, 

satisfying (-δ≤ 95% PI for    ̂ ≤δ)=80%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428, satisfying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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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 Empirical coverage rate of LOA, PI and LOA CI for    ̂ when there’s 

proportional bias 

Distribution of X 95% LOA1) 95% PI2) 
one sided 95% CI 

for 95% LOA 3) 

X ~ U[20, 100] 81.2% 80.3% 80.7% 

X ~ U[40, 80] 80.0% 80.1% 80.4% 

X ~ U[47.5, 72.5] 80.1% 78.7% 80.4% 

X ~ U[50, 70] 80.2% 81.0% 80.7% 

X ~ U[55, 65] 80.2% 80.8% 79.4% 

X ~ U[58, 62] 80.1% 80.1% 80.1% 

X ~ U[59, 61] 79.6% 80.4% 81.3% 

X ~ N(60, 232) 79.4% 80.4% 80.8% 

X ~ N(60, 11.52) 79.9% 80.9% 79.7% 

X ~ N(60, 7.52) 80.3% 79.7% 78.8% 

X ~ N(60, 5.82) 81.1% 80.1% 80.2% 

X ~ N(60, 2.892) 80.5% 81.4% 80.2% 

X ~ N(60, 1.1552) 80.0% 79.2% 79.5% 

X ~ N(60, 0.577352) 80.5% 79.5% 80.9%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68, 

satisfying (-δ≤ 95% LOA for    ̂ ≤δ)=80%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PI for    ̂ ≤δ) with sample size of 153, 

satisfying (-δ≤ 95% PI for    ̂ ≤δ)=80%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428, satisfying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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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3 Empirical coverage rate of LOA, PI and LOA CI for    ̂ when there’s 

fixed & proportional bias 

Distribution of X 95% LOA1) 95% PI2) 
one sided 95% CI 

for 95% LOA 3) 

X ~ U[20, 100] 80.7% 79.7% 80.3% 

X ~ U[40, 80] 80.1% 80.5% 78.4% 

X ~ U[47.5, 72.5] 81.0% 80.2% 80.1% 

X ~ U[50, 70] 80.9% 80.6% 79.3% 

X ~ U[55, 65] 81.0% 80.0% 80.7% 

X ~ U[58, 62] 81.2% 80.0% 80.2% 

X ~ U[59, 61] 80.0% 81.1% 79.8% 

X ~ N(60, 232) 79.3% 80.4% 81.1% 

X ~ N(60, 11.52) 80.1% 79.2% 80.4% 

X ~ N(60, 7.52) 80.3% 80.8% 79.3% 

X ~ N(60, 5.82) 80.3% 80.0% 81.1% 

X ~ N(60, 2.892) 80.3% 80.3% 80.4% 

X ~ N(60, 1.1552) 79.4% 79.8% 79.2% 

X ~ N(60, 0.577352) 79.9% 80.5% 80.9%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68, 

satisfying (-δ≤ 95% LOA for    ̂ ≤δ)=80%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95% PI for    ̂ ≤δ) with sample size of 153, 

satisfying (-δ≤ 95% PI for    ̂ ≤δ)=80%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 

with sample size of 428, satisfying (-δ≤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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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시뮬레이션 II 결과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이 일치성 

평가에 적용되는 경우의 경험적 포함확률 

Table B-4 Sample size for p (-δ ≤ limit ≤ δ) = 85%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 

for    ̂ 

(n1) 

95% PI 

for    ̂ 

 

(n2)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n3)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𝑿 

(m) 

d ~ N(0, 12) 2.1 135 251 760 920 

d ~ N(0, 12) 2.2 55 118 274 314 

d ~ N(0, 12) 2.3 32 75 145 157 

d ~ N(0, 12) 2.4 23 54 92 94 

d ~ N(0, 12) 2.5 17 43 65 62 

d ~ N(0, 22) 5 17 43 65 62 

d ~ N(0, 2.12) 5 24 57 99 102 

d ~ N(0, 2.22) 5 36 83 168 185 

d ~ N(0, 2.32) 5 66 138 340 395 

d ~ N(0, 2.342) 5 91 180 487 578 

d ~ N(0, 2.42) 5 169 302 970 1186 

d ~ N(0, 2.452) 5 366 577 2199 2760 

d ~ N(0, 2.52) 5 1385 1835 7311 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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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5 Empirical coverage rate with sample sizes of (n1, n2, n3, m) in Table B-4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1) 95% PI2) 
one-sided 95% CI 

of 95% LOA 3) 

one-sided 95% CI 

of 95% LOA 4) 

d ~ N(0, 12) 2.1 67.6% 79.8% 55.1% 65.1% 

d ~ N(0, 12) 2.2 68.6% 84.0% 55.9% 63.5% 

d ~ N(0, 12) 2.3 68.7% 88.3% 58.5% 61.6% 

d ~ N(0, 12) 2.4 70.9% 89.6% 58.7% 60.5% 

d ~ N(0, 12) 2.5 71.8% 92.4% 60.1% 57.6% 

d ~ N(0, 22) 5 71.5% 92.6% 60.1% 57.4% 

d ~ N(0, 2.12) 5 71.4% 89.6% 57.7% 60.4% 

d ~ N(0, 2.22) 5 68.6% 86.9% 56.3% 62.1% 

d ~ N(0, 2.32) 5 68.3% 83.3% 55.9% 64.0% 

d ~ N(0, 2.342) 5 68.6% 81.7% 55.4% 64.4% 

d ~ N(0, 2.42) 5 67.3% 78.3% 54.5% 66.1% 

d ~ N(0, 2.452) 5 66.9% 76.0% 54.6% 65.1% 

d ~ N(0, 2.52) 5 67.1% 72.0% 44.3% 66.2%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1 from Table 

B-4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PI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2 from Table B-4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3 from Table B-4 

4)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m from Table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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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6 Sample size for p (-δ ≤ limit ≤ δ) = 90% 

𝑑 ~ 𝑁(0, sd) δ 

95% LOA 

for    ̂ 

(n1) 

95% PI 

for    ̂ 

 

(n2)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n3)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m) 

d ~ N(0, 12) 2.1 193 315 901 1074 

d ~ N(0, 12) 2.2 75 142 324 366 

d ~ N(0, 12) 2.3 43 88 171 182 

d ~ N(0, 12) 2.4 29 63 108 109 

d ~ N(0, 12) 2.5 22 49 76 73 

d ~ N(0, 22) 5 22 49 76 73 

d ~ N(0, 2.12) 5 31 67 116 119 

d ~ N(0, 2.22) 5 48 99 199 216 

d ~ N(0, 2.32) 5 91 168 402 460 

d ~ N(0, 2.342) 5 127 221 577 674 

d ~ N(0, 2.42) 5 243 383 1151 1383 

d ~ N(0, 2.452) 5 535 756 2617 3219 

d ~ N(0, 2.52) 5 2071 2534 8807 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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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7 Empirical coverage rate with sample sizes of (n1, n2, n3, m) in Table B-6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1) 95% PI2) 
one-sided 95% CI 

of 95% LOA 3) 

one-sided 95% CI 

of 95% LOA 4) 

d ~ N(0, 12) 2.1 75.2% 84.4% 64.0% 72.8% 

d ~ N(0, 12) 2.2 76.3% 88.0% 65.7% 71.0% 

d ~ N(0, 12) 2.3 76.5% 91.3% 66.3% 69.7% 

d ~ N(0, 12) 2.4 77.9% 92.8% 67.0% 68.7% 

d ~ N(0, 12) 2.5 79.8% 94.6% 68.9% 66.3% 

d ~ N(0, 22) 5 78.9% 94.7% 68.9% 65.9% 

d ~ N(0, 2.12) 5 77.8% 92.6% 66.6% 69.3% 

d ~ N(0, 2.22) 5 76.0% 89.9% 66.1% 69.1% 

d ~ N(0, 2.32) 5 75.7% 87.3% 65.1% 72.0% 

d ~ N(0, 2.342) 5 75.7% 86.0% 63.7% 71.8% 

d ~ N(0, 2.42) 5 74.7% 83.6% 63.2% 72.2% 

d ~ N(0, 2.452) 5 74.7% 81.2% 62.8% 73.6% 

d ~ N(0, 2.52) 5 74.6% 78.5% 52.9% 73.9%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1 from Table 

B-6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PI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2 from Table B-6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3 from Table B-6 

4)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m from Table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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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8 Sample size for p (-δ ≤ limit ≤ δ) = 95%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 

for    ̂ 

(n1) 

95% PI 

for    ̂ 

 

(n2)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 

(n3)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m) 

d ~ N(0, 12) 2.1 300 428 1133 1322 

d ~ N(0, 12) 2.2 112 184 405 450 

d ~ N(0, 12) 2.3 61 111 212 225 

d ~ N(0, 12) 2.4 40 78 134 134 

d ~ N(0, 12) 2.5 30 59 93 89 

d ~ N(0, 22) 5 30 59 93 89 

d ~ N(0, 2.12) 5 43 82 144 147 

d ~ N(0, 2.22) 5 71 125 248 265 

d ~ N(0, 2.32) 5 137 219 503 567 

d ~ N(0, 2.342) 5 194 295 724 830 

d ~ N(0, 2.42) 5 380 527 1447 1703 

d ~ N(0, 2.452) 5 852 1082 3166 3965 

d ~ N(0, 2.52) 5 3354 3829 9904 1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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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9 Empirical coverage rate with sample sizes of (n1, n2, n3, m) in Table B-8 

𝒅 ~ 𝑵(𝟎, 𝐬𝐝) δ 95% LOA1) 95% PI2) 
one-sided 95% CI 

of 95% LOA 3) 

one-sided 95% CI 

of 95% LOA 4) 

d ~ N(0, 12) 2.1 83.6% 90.2% 75.2% 81.8% 

d ~ N(0, 12) 2.2 84.6% 92.6% 75.8% 81.0% 

d ~ N(0, 12) 2.3 84.8% 95.0% 77.0% 79.1% 

d ~ N(0, 12) 2.4 85.7% 95.7% 77.8% 78.1% 

d ~ N(0, 12) 2.5 87.5% 96.7% 78.0% 76.3% 

d ~ N(0, 22) 5 87.1% 97.2% 78.0% 76.0% 

d ~ N(0, 2.12) 5 86.2% 95.3% 77.2% 78.8% 

d ~ N(0, 2.22) 5 85.0% 94.3% 77.4% 79.4% 

d ~ N(0, 2.32) 5 84.4% 92.2% 75.7% 82.0% 

d ~ N(0, 2.342) 5 84.5% 91.0% 75.3% 81.8% 

d ~ N(0, 2.42) 5 83.7% 89.4% 75.2% 82.5% 

d ~ N(0, 2.452) 5 83.4% 88.1% 72.2% 83.4% 

d ~ N(0, 2.52) 5 84.2% 86.1% 58.8% 82.7% 
1)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1 from Table 

B-8 

2)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95% PI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2 from Table B-8 

3)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n3 from Table B-8 

4) 
Empirical probability of (-δ ≤ one-sided 95% CI of 95% LOA for   𝑋 ≤ δ) with sample 

size m from Table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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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relia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of diagnostic 

methods and sample size 

calculations using clinically 

intuitive values  
 

Hyunsook Hong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ssessing agreement between raters or consistency between 

diagnostic methods, indices such as kappa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re used widely. An index offers a single figure in a certain range 

and a high value suggests great concordance or strong linear 

relationship. However, many researchers have difficulty in 

decision-making using indices since they cannot be interpreted in 

the measurement unit and each index has its own limitations. For 

example, the kappa paradox, high values of concordance but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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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kappa statistic and correlation 

coefficient is sensitive to the range of measurements. 

This thesis aims to propose statistical methods and sample size 

calculation formulae using clinically intuitive values, which can be 

expressed and understood in the original unit of measurements, for 

assessment of relia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of diagnostic 

methods. 

For evaluation of agreement between categorical diagnostic 

measurements, sample size formulae using a simple proportion of 

agreement instead of a kappa statistic and nomograms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of using a mathematical formula were produced. 

For evaluation of consistency between continuous diagnostic 

measurements in different scales, extended versions of interval 

approach instead of a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suggested. 

Comparing intervals for rescaled differences, limits most of 

differences between measurements by a standard method and 

rescaled measurements by a new method are lying, and a predefined 

clinically acceptable limit is simple to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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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methods and sample size nomograms based on 

clinically intuitive values rather than indices should be useful in the 

planning stages of a study for assessing agreement and consistency 

of diagnostic methods. 

 

Keywords: sample size, nomogram, agreement between raters, 

consistency between methods, kappa statistic; proportion of 

agreement; correlation coefficient, limits of agreement, clinically 

acceptable limit 

Student Number : 2009-3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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