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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cel을 이용한 보건통계학

1 통계학의 개념

1) 통계학의 개념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 요약하는 것뿐 아니라 자료(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대상 전체(모

집단)에 대한 확률을 이용해 정보를 추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통계는 숫자적 사실을 의미하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결과를 산출하는 분야이다.

통계학(statistics)

관심대상인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관련된 일부 자료를 수집, 정리 및 요약하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확률을 이용해 추론하는 학문이다. 

즉, 불확실한 현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통계학은 자료를 표현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

빈도분석표 및 평균, 표준편차, 분산 등의 집중경향치, 분포도, 비대칭도 등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기술

하는 방법과 도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시각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자료를 단순히 수집, 정리, 

요약 및 분석하는 분야이다.

추측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를 조사하기 불가능하거나, 시간 ․ 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모집단(분석대상 전체)에서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분석하여 모집단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표본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집단 

정보로 전체에 대한 특성을 추론하는 절차와 기법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health statistics)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통계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그 현상을 기술하고 추론하는 

통계학의 응용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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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학의 기본 용어

(1) 모집단, 표본,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모집단(population)

∙연구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 즉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대상 전체이다.

∙모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무한모집단이고, 유한모집단이라도 크기가 

큰 경우이다.

표본(sample)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일부분이다.

전수조사(census)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집단 전체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표본조사(sampling survey)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표본조사 시 주의할 점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본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본을 한쪽에 편향되게 추출한다면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

∙ 모집단의 크기가 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한다. 

∙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자료를 수집, 정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차, 즉 표본추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오차인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줄일 수 있다. 

∙ 모집단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짧은 시간 내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전수조사보다 비용, 시간, 인원, 노력 등이 적게 들어 경제적 이득이 있다. 
∙ 표본통계량(예: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수(예: 모집단 평균)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집 방법

∙ 실험(experiment)

∙ 조사(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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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고서에는 모집단의 정의,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조사기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2) 표본추출 방법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표본을 추

출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하는가 하는 점이 연구의 질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추출 방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가 표

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표본추출 방법(probability 

sampling method)과 연구자가 독단적 또는 의도적으로 연구대상을 표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

어 매우 주관적 방법인 비확률표본추출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이다. 일반적으로 확률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 방법보다 연구의 객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확률표본추출 방법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 단순무작위추출

∙ 층화추출

∙ 계통추출

∙ 집락추출

∙ 편의추출

∙ 판단추출

∙ 할당추출 

① 확률표본추출 방법

확률표본추출 방법에는 단순무작위추출, 층화추출, 계통추출, 집락추출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a.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모집단 전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즉, 대상 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동

등한 확률을 부여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b.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모집단을 2개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집단(층, strata)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표본

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특정 속성을 기준(층화의 기준)으로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층화의 기준은 복수가 될 수도 있다. 각 층에서 다시 무작위표본추출 방법이다. 

c.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하나의 모집단 배열이 무작위로 되어 있을 때 체계적 수단을 동원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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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면 최초의 표본단위만 무작위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방법을 

뜻한다. 

d. 집락추출(Cluster sampling)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군집화되어 있는 경우 표본단위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군집 내에 

있는 대상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다.

②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a.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을 연구자의 편의성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b. 판단추출(Judgement sampling)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c. 할당추출(Quota sampling)

확률적 근거 없이 연구자가 임의로 정해 놓은 분류 기준에 따라 대상 전체를 몇 개의 집단(연령, 

성별, 학력, 직업, 지역 등)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필요한 수만큼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3) 모수와 통계량

모수(parameter)

모집단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치, 즉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비율( ) 

등을 말한다. 모수는 모집단을 따르는 고유의 상수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다.

통계량(statistic)

표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치, 즉 표본평균( ),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 표본비율( ) 등을 

말하며,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모집단의 모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알 수 있다면 표본추출을 하며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표본의 값(통계량:추정치)이 아니고 모집단의 값(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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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과 표본 및 모수와 통계량

(4) 표본오차(Sampling error)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모수와 표본 통계량 사이에 생기는 오차

∙표본오차는 아무리 표본을 크게 해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존재한다. 통계학에서는 가능한 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표본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표본오차의 허용범위를 확률로 구하는 

것이 통계학의 목적이다.

(5) 자료

자료(data) 

연구나 조사에서 관찰한 결과로 결론이 얻어질 수 있는 사실이나 수치의 집합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자료는 

표, 도표 또는 수치로 표현된다.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의 성격에 따라서 성별, 나이, 혈액형, 키, 

몸무게, 직업, 암 종류, 의료비, 혈압,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수, 결핵환자 발병률,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 수술환자 건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자료라 할 수 있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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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자료(qualitative data, 범주형 자료)

성별, 혈액형, 직업, 암 종류 등과 같이 몇 개의 그룹이나 범주로 나타내는 자료이다.

양적 자료(quantitative data)

∙이산형 자료: 수술 환자 건수,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등과 같이 정수로 자료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이다.

∙연속형 자료: 키, 몸무게, 혈압 등과 같이 실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이다.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의 예

사례 교육 정도 성별 혈액형 흡연 여부 나이 혈중포도당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키 몸무게

1
2
3
4
5
6
7
8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
：

남

남

여

여

남

여

남

남

：
：

A
O
AB
A
B
A
O
B
：
：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
：

47
56
48
65
32
46
55
45
：
：

154
132
105
144
123
130
124
112
：
：

189
169
210
265
234
223
197
199
：
：

136
120
119
132
114
108
128
154
：
：

162.5
168.8
170.3
171.2
169.3
172.3
168.6
171.6

：
：

72.3
65.3
56.3
53.8
75.6
54.8
78.9
84.6
：
：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자료의 형태가 중요한 이유

∙자료의 형태와 분석목적에 따라 통계분석이 결정된다.

자료 형태 자료요약 방법 자료정리 그래프 분석방법

질적자료 vs 질적자료 도표, 그래프 빈도분석표, 교차표 막대도표, 원도표 교차분석

질적자료 vs 양적자료 도표, 수치 그룹별 평균
그룹별 막대도표, 
그룹별 상자도표

  

  

양적자료 vs 양적자료 수치 그래프 평균, 표준편차 히스토그램, 산점도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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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과 척도

(1) 측정

측정(measurement)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연구대상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치는 대상의 특성을 구

분해 주는 기호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측정의 예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멋있다’, ‘눈이 크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고, 몸무게와 키를 재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다. 보건통

계분석에서 사용하는 측정은 위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성별이라는 변수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 

속성인 남자와 여자에 각각 1과 2를 부여하거나, 운동선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거나, 암 환자의 

고통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은 고통에 1점을 부여하고 가장 아픈 고통에 10점을 부여하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념을 양적으로 규명한 것 등이 모두 측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 척도

척도(scale)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일련의 기호나 숫자들의 체계를 일컫는다. 

척도는 측정의 수준에 따라 크게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① 명목척도(Nominal scale)

명목척도는 변수의 특성을 단순히 분류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척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별이라

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의 속성인 남자에 ‘1’, 여자에 ‘2’를 부여하는 경우나, 암 종류가 무엇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위암에 ‘1’, 자궁경부암에 ‘2’, 폐암에 ‘3’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부여된 숫자는 크기

나 우열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사칙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부여된 숫자는 진정한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단순한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명목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를 명목변수라 한다. 그 예로 성별, 주민등록번호, 암 종류, 결혼 상태, 

환자등록번호, 혈액형, 종교, 병원의 병실 번호, 운동선수 등번호, 고혈압 유무, 병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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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공무원   ④ 사무직   ⑤ 자영업   

3. 병원에 오실 때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도보     ② 버스     ③ 자가용   ④ 기타(              )

② 서열척도(Ordinal scale)

범주로 나누어진 명목자료를 변수의 속성에 따라 서열, 크기 등의 순서를 숫자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소고기와 과일의 경우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 등급을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보다 2배 더 좋은 것이 아니고 3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보다 3배 더 나쁘다는 의미

가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3등급이나 2등급보다 1등급을 더 좋아한다는 것뿐이다. 즉, 측정대

상 간 순서의 의미는 있지만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서열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를 서열변수라 

한다. 그 예로 등급, 학업 석차, 정당 선호도 등이 있다.

1. 귀하께서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염려되는 순위대로 고르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암 ② 심장질환 ③ 당뇨

④ 관절염 ⑤ 안과질환 ⑥ 디스크

2.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③ 등간척도(Interval scale)

서열척도는 변수의 속성에 서열을 부여했지만 각 숫자 간의 차이 또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등간

척도는 변수의 서열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 간의 간격도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등간척도는 

절대적 영점(absolute zero) 및 비율(ratio)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섭씨 0℃는 온도가 없다

는 의미가 아니며 섭씨 20℃는 섭씨 10℃보다 2배 더 뜨겁다는 의미가 아니다. 등간척도의 예를 들면 주가

지수, 불쾌지수, 상표선호도 등이 있다.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사회 현상에서 등간변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서열척도의 하나

인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등간측정으로 간주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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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다음의 열거한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문항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1) 의료진 회진 시간

(2) 입원 후 검사 또는 수술을 위한 검사 과정

(3) 식사 환경(식사의 질 및 신선도 등)

(4) 퇴원 예고제

리커트 척도는 본질적으로는 서열척도이지만 등간척도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점수

화하기 위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④ 비율척도(Ratio scale)

비율척도는 등간척도가 갖고 있는 특성, 즉 변수가 지닌 속성의 서열과 숫자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특성 이외에 절대적 영점과 비율계산이 가능한 측정을 의미한다. 비율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를 비율

변수라 한다. 그 예로 나이, 체중, 신장, 혈압을 포함한 각종 비율 데이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0세라는 것은 20세보다 2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낙상사고율이 4%라는 것

은 2%에 비해 2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낙상사고율의 증가율이 0%라는 것은 낙상사고의 변동이 없

다는 뜻이므로 절대적 영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통계분석을 

실시할 때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년생 (       세)    

2. 귀하는 언제부터 저희 병원을 이용하셨습니까?           년            월 

3. 귀하는 몇 회 정도 저희 병원을 이용하셨습니까?            회

4. 본 병원에서 귀하가 받은 상대적인 만족도를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평가한다면?

문항 점수

(1) 병원에서 받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

(2) 의료진과 행정직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3) 의료기기(장비) 및 시설에 만족한다.

(4) 의료서비스는 지불한 돈에 비해 가치가 있다.

(5) 진료비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였다.

(6) 진료비는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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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에서 척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척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 암 환자의 평균 몸무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암 환자 개개인의 암 증세(황달 증세, 메스꺼움, 복부팽만, 식욕부진, 피로감, 

무력 등)를 측정할 때는 평균치를 구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통계학 응용에 있어 비율척도는 수로 나타내는 값을 도출하고, 자료 간의 차이를 계산하거나 

합산 또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으나,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는 대부분 수로 나타내는 값이 아니며 기본적인 

수식연산에 적용시키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척도 수준을 구분하는 이유는 명목척도에서 서열척도, 등간

척도, 비율척도로 갈수록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정 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척도의 구분

한편, 설문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척도를 개발하는 

일이다. 특히 강조할 것은 설문지를 만들 때 언제나 통계분석 방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질적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분석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계산할 수 없고 백분율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측도 척도 구분 예

명목 명목척도 성별, 혈액형, 암 종류 

순서 서열척도 등급, 석차, 계급, 학력 

척도
등간척도 온도, IQ

비율척도 체중, 혈압, 신장 



01

12 Excel을 이용한 보건통계학

 

1.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연구 목적에 관하여 설명하여라.

2. 다음 용어들을 설명하여라.

(1) 모집단과 표본

(2) 모수와 통계량

(3) 기술통계와 추측통계

 
(4)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3. 다음의 예에서 모집단과 표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1) A대학에서는 1학년과 2학년 남학생의 평균 체중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의 체중을 조사

하였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 평균 의료비 지출을 분석

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1,687명을 조사하였다. 

4. 다음 각 자료를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구분하여라.

(1) 환자의 병명

(2)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

(3) 환자의 혈액형

(4) 환자의 성별

(5) 환자의 흡연 여부

(6) 환자의 고혈압 유무

(7) 암 환자의 통증지수

(8) 주별 입원환자의 입원료 지불 방법(현금, 신용카드)

(9) 재원일 수 

  (10) 환자의 혈압

5. 단순무작위 표본추출이란 무엇이며 추측통계에서 왜 무작위 표본추출이 중요한지 설명하여라.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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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병원 선호도에 관한 설문지를 보고 측정을 위한 척도를 구분하여라.

병원 선호도에 관한 설문지

1. (         ) 척도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병원은 어느 곳입니까?

    ① 서울대병원              ② 서울성모병원              ③ 세브란스병원   

    ④ 서울아산병원            ⑤ 삼성서울병원 

2. (         ) 척도

다음의 병원에 대하여 선호하는 순서를 표시하시오(가장 선호= 1).

    ① 서울대병원 _________    ② 서울성모병원 _________    ③ 세브란스병원 _________  

    ④ 서울아산병원 _________  ⑤ 삼성서울병원 _________

3. (         ) 척도

다음 병원에 대한 귀하의 선호 정도를 표시하시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매우 싫어한다)부터 5(매우 좋아한다)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중

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병원에 대하여 ‘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싫어한다

1

싫어한다

2

보통이다

3

좋아한다

4

매우 좋아한다

5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4. (         ) 척도

다음 5개 병원에 대한 상대적 선호 정도를 합계가 100이 되도록 나타내시오.

    ① _________ 서울대병원    

    ② _________ 서울성모병원    

    ③ _________ 세브란스병원  

    ④ _________ 서울아산병원  

    ⑤ _________ 삼성서울병원 

    합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