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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방법론
ㅤ

Ø

의학연구의 특성
1. 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계통적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
인다
2. 특정의 건강-질병현상을 설명하거나 설명 가능한 이론을 찾는다. 그리하여 건강-질병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원칙을 확립하며,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미지의 사건이나 현상
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3. 새로이 발견한 의학지식과 일반원칙으로 어떤 기전을 배우고 지식을 발전시키며 건
강-질병과정을 다룰 수 있는 의술을 개발하게 되어 결국 건강유지로의 향상을 꾀한
다.

ㅤ

Ø

의학에서의 인과관계

1. 필요원인(necessary cause)
예를 들어 결핵균과 결핵의 발병관계처럼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원인이 되는 요
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그 경우 그 요인을 '필요'원인이라 한다. 필요원인의 경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요인이 개입되어야
한다. 질병발생에 다요인이 개입하게 되며 때로는 순서가 있기도 한다.
ㅤ
2. 충분원인( sufficient cause)
충분원인은 어떤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열하
였을 경우 금속막대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원인이 된다. 그러나 금속막대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열은 충분조건이긴 하지만 필요조건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의학의 경우 단일원인으로 충분원인인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방사선 조사나 벤젠 폭로 모두 상대요인이 필요없이 각각 백혈병의 발병에 관여 한다. 그러
나 방사선 조사나 피조사자나 벤젠 피폭로자 모두에게서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각각은 충분원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보조원인을 필요로 한다.
ㅤ
3. 필요충분원인
필요충분원인은 원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
하는 경우이다. 보일의 법칙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압력의 변화와 용적의 변화는 필요충
분한 원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의 경우에 이런 예를 찾기 힘들다.
4. 비필요, 비충분원인
이 유형의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는 데 분명히 관여하지만 필요원인도 충분원인도 아닌 경우
를 이른다. 의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과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버

스에 치여 다발성 골절을 입었다면 우리는 쉽게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와 다발성 골절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비필요, 비충분원인에 속한다. 교통환자가
모두가 다발성 골절을 입는 것이 아니고, 다발성 골절 환자 모두가 교통사고를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연관성의 정도(srength of the association)

원인과 결과와의 연관성의 정도는 흔히 상대위험도나 교차비(odds ratio)로 표시되는데, 관련
성의 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예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상대위험도가 4~16 배 높은 폐암발생률을 보이고 신장암
과는 1.1~1.6 배의 상대위험도를 나타낸다.
ㅤ
•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
폭로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질병의 위험성이 증가할 때 용량-반응관계가 성립한다. 용량-반응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역치
(threshold)가 존재하여 어떤 폭로정도의 수준까지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수준
(역치)을 넘으면 질병이 발생한다.
ㅤ
< 예> 십 이 지 장 궤 양 의 원 인 균 으 로 Helicobactor pylori 를 추 측 하 는 증 거 에 대 한 평 가
ㅤ
1. 시간적 관계
H.pylori 는 명백하게 만성위염과 관련된다. 만성위염 환자의 약 11% 가 10 년에 걸쳐 십이지
장궤양으로 진전된다.
10 년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한 454 명의 환자연구에서 H.pylori 음성반응을 보인 133 명 환자
중 1 명(0.8%)이 십이지장궤양으로 진전된 반면 H.pylori 양성반응을 보인 321 명(11%)이 십
이지장궤양으로 진전되었다
ㅤ
2. 연관성의 정도
H.pylori 는 십이지장궤양을 가진 환자 중 적어도 90%에서 발견되었다. 일반인과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북부 오스트리아 원주민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 이들에게서 H.pylori 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ㅤ
3. 용량-반응 관계
십이지장궤양이 없는 환자에게서 위점막 H.pylori 의 밀도가 십이자장궤양이 있는 사람에 비
해 더 높게 나타났다.
4. 가역적 연관관계
H.pylori 감염을 치료한 후 십이지장궤양의 치료속도는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하였
을 때의 치료속도와 같다.
Triple antimicrobial 를 투여하여 H.pylori 감염을 치료한 후 장기간 궤양의 제발률은 0 인데 비
해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로 치료한 십이지장궤양 환자에서는 재발률이 60-80%였다.
ü

일관성: H.pylori 에 관한 많은 관찰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5. 생물학적 타당성
위동(stomach antrum)을 침범하여 십이지장궤양을 야기하는 세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
기는 어려울지라도, H.pylori 가 위동세포에 결합주위가 있으며 이러한 세포는 십이지장 안에
서도 발견된다.
H.pylori 는 염증 매개체를 분비한다.
H.pylori 에 감염된 점막은 약해지면 산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6. 특이성
십이지장궤양을 가진 환자에게서 H.pylori 의 유병률은 90-100%이다. 그러나 위궤양을 가진
일부 환자나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H.pylori 가 존재한다.
7. 다른 지식과의 일치
H.pylori 감염의 유병률은 남녀 모두 동일하다. 십이지장궤양의 발생률은 초기에 여성보다 남
성에서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구에서 궤양질환의 유병률은 19 세기 후반에 가장 높았으며, 또한 H.pylori 의 유병률도 열
악한 생활조건에 있었던 당시에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H.pylori 의
유병률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현상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ㅤ

Ø

A.Feinstein 의 의학연구 분류법

1)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General Purpose-oriented)
.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 인과관계연구(cause-effect reserch) : 원인적(etilogic), 병인적(pathogenetic), 예 방적(prophylactic),
치료적 (therapeutic)연구 등
. 과정연구(process research) : 정도관리(quality control), 진단효능(diagnostic efficacy), 관찰자
변이(observer variability)
ㅤ
2) 연구의 구체적(Goal-oriented)에 따른 분류
. 생리적 기전(physiologic mechanisms)
. 병태생리적 기전(pathophysiologic mechanisms)
. 위험요인 분석(risk factor analysis)
. 정상치 범위(range of normal determinations)
. 검사과정(screening procedures)
. 진단평가(diagnostic evaluations)
. 예후 측정(prognostic estimations)
. 약물역동성상(pharmacokinetics)
. 치료적 안전성과 효능(therapeutic safety and efficacy)
. 자료의 정도 관리(quality control in data)
. 질관리(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ㅤ
3)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
.
.
.
.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s)
치료효과 측정(surveys of therapy)
계통적 코호트 연구(longitudinal cohort studies)
단면적 인구조사(cross-sectional population surveys)

.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ies)
. 기타 환자대조군 연구(other types of case-control studies)
. 혼성 환자대조군 연구(hybid of cases and controls)
ㅤ

Ø

의학연구의 과정

1. 연구과제의 정립단계 . 연구문제의 형성
. 가설의 설정
. 변수의 조작화
2. 연구설계와 기획단계 . 연구설계의 선택
. 모집단의 확정과 표본추출
. 측정방법의 선정
. 예비조사
3. 자료수집단계
4. 자료의 분석단계 . 자료의 처리
. 자료의 분석
. 결과의 해석
ㅤ
5. 연구결과의 공표단계
ㅤ
ü 상의 단계 설명
l

모집단(population) : 연구대상이 되는 특성을 지닌 인구집단, 임상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및 시간적 특성이 있다.
(예: 1998 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29 세의 폐렴환자)

ㅤ
l 표본추출 방법에는 소요되는 시간, 비용 또는 기술적인 난이도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l

자료의 분석 :

. 기술통계 :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분포파악)
. 분석통계 : 층화분석, 다변량분석 실시하여 혼란변수제거
. 분석방법 선택 : 변수의 수, 척도의 수준, 모집단의 수, 표본의 독립성,
분석의 성격(종속, 상호)를 고려하여 분석방법 선택
Ø 가설 및 변수의 측정
ㅤ
가설의 정의 : 둘 이상의 변수들간의 관계를 예측한 서술
가설에서 변수간의 관계 : 핵심적 요소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이다.
ㅤ
바람직한 가설의 조건
1.

가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즉 가설에서 기술되는 연구대상의 특
성, 변수의 측정방법, 변수들간의 관계 등은 누구나 혼란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

2.
3.

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설에서 표현된 변수는 모두 측정가능하여
야 하는 것이다.
가설은 자료를 수집하기 전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리 정해지는 사전가설(in
advanced hypothesis)이어야 한다.

ㅤ
연구가설과 통계가설
l

연구가설 : 연구자가 연구의 종료후에 얻어지는 결과를 예측한 형태로 기술 하는 것을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라고 한다.

l

통계가설 :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검증에 적합한 구조로
바꾸고 또한 보다 조작적인 용어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설이다.

l

영가설( null hypothesis)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다.

l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 영가설에 대립되는 형태로 두 변수들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ㅤ
조 작 적 정 의(operational definition)
조작적 정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측정을 위한 정의이다.
개념적 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도며, 조작적 정의
는 바로 이 연결고리이다.
ㅤ
개념 --- 변수 --- 조작적 정의 --- 현실 세계에서의 측정
ㅤ
개념 혹은 변수
조작적 정의
퇴원후 유병

퇴원 후 12 주내에 같은 질병명으로 재입원한 경우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90mmHg 이상인 경우

원발성 간암

조직학적으로 간세포에서 간암세포를 확인함

이완기

혈압이

ㅤ
ㅤ
연구결과의 평가
ㅤㅤ
1. 연구결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요약되었는가?
a.
b.
c.
d.
e.

폭로요인 혹은 간섭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결과변수는 무엇이었는가?
인구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연구대상은 누구였는가?
주요 연구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

연구결과의 인과성을 저해시키는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가?

a.

연구결과가 관찰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observation bias)
연구결과가 혹시 교란변수에 의한 영향은 아닌가? (confounding effect)

ㅤ

b.

c.

우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아니었는가?
(chance variation)

1.

연구결과의 인과성을 제고시키는 내적 타당도가 인정되는가 ?

a.

c.
d.

요인 폭로와 결과발생간 시간적 선후관계는 명백히 유지되었는가?
(time relation)
요인과 결과간의 관련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강한가?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소위 '양-반응 관계'는 관찰되었는가? (dose-response relationship)
연구결과의 특이성은 있는가? (specifity of the relationship)

1.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외적 타당도에 문제는 없는가?

a.
b.
c.
d.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적용대상인구는 적절히 언급되어 있는가?
연구결과를 eligible population 까지 일반화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연구결과를 source population 까지 일반화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연구결과를 다른 일반인구에게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1.

타 연구결과 및 증거와의 비교는 충분히 고찰되었는가?

a.

다른 유사한 연구에서 유도된 결론과 유사점이 있는가?
(consistency with other studies)
전체적인 결론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specificity to other studies)
연구의 결과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biological plausibility)
연구가설이 맞다 할 때, 인구집단에서의 요인 및 질병분포와도
(coherence with existing knowledge)

ㅤ

b.

ㅤ

ㅤ

b.
c.
d.

일치하는가?

ㅤ
연구방법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1.

내 적 타 당 도(internal validity)

2.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결과로 나타난 차이가 평가하고자 하는 폭로요인에 기
인한 것임을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가" 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결과변수의 차이가 평가하고자 하는 폭로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찰방법
의 차이에 기인된 것은 아닌지(편의), 폭로요인 이외의 다른 관련 변수에 의한 것은
아닌지(교란), 순전히 우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변이는 아닌지 (통계학적 변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ㅤ
외 적 타 당 도(external validity)
"연구 결과를 더 큰 범위의 집단에 얼마 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생쥐실험의 경우 내적 타당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를 인간에게까지 일반화
하기에는 우선 종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화학물질에의 폭로량도 실제 인간의 경
우와 다르고 피폭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매우 떨어진다.

ㅤ

•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측정상의 오류 : 연구대상의 임의변동, 측정기구의 측정능력에 따른 오류, 개개인
의 자연발생적인 생물학적 변동, 전산처리상의 오류.
관찰 및 분석과정에서의 편의
- 측정오류보다 심각, 연구대상 선정상의 편의 (selection bias )
- 연구 자료 분류상의 편의 (misclassification bias)
- 교란변수에 의한 편의(confounding bias)
관찰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가설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의 제 3 의 변수에 의해 진실된 관련성이 비뚤려
나타나 진정한 관련성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그릇된 결론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

예 : 신석증 환자의 수술에서 수술방법이 다른 경우에 수술후 성공률을 평가 할 때 단순히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수술방법이 신석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수술의 성공률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 신석의 크기가 개입하여 이들간의 관련성을
교란시킨 결과로 나타난다.
ㅤ
ㅤ
Ø 기 술 연 구( 記 述 硏 究 descriptive research)
ㅤ
기술연구란 질병발생의 양상을 사람, 장소, 시간변수와 관련지어서 파악하는 연구방법
사람
장소
시간
가족

*
*
*
*

:
:
:
:

연령, 성, 인종, 종교, 사회계층, 교육, 직업, 소득, 결혼상태, 건강상태, 성격
국제, 국가 지역, 국가, 지방, 기관, 도시/농촌
유행성 발생(epidemic occurrence), 추세변동(time trends)
출생순서, 출산수, 가족수, 어머니의 나이, 출생간격, 가족형태

기술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질병발생과 관련된 결정요인
(determinants) 혹은 위험요인(risk factor)을 규명하는 첫단계가 된다.
ㅤ
• 증례보고
1) 희귀 질환 혹은 새로운 질환에 대한 경험의 보고
2) 새로운 질병발생(epicemic)의 확인
ㅤ
•

상관관계 연구

•

단면조사 : 일정한 인구집단에 대하여 질병의 이환여부와 위험요인을 동시에 평가

•

단면연구의 단계

ㅤ

1) 조사대상의 선정
1. 모집단과 표본
2. 연구대상 모집단의 선정
가 . 임상적 특성
나 . 인구학적 특성
다 . 지리적, 시간적 특성

3. 제외 기준의 설정
: 제외기준(exclusion criteria)은 연구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자료의 질이나 결과의 해석에 방해
를 줄 수 있는 개인을 찾아내는 기준이다.
연구에서 제외되는 기준

보기

추적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알코올 중독자, 이사 예정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윤리적 장애

지남력 장애자, 언어장애자
ㅤ

대상자의 참여 거부

ㅤ

ㅤ
4. 연구 가능한 모집단의 선정
가. 병원에서 얻는 표본 :
나. 모집단에 대한 표본(population based sample)
• 표본 추출
1. 확률 표본추출
a. 단순 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
b. 계통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c.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등배분법(equall allocation)
• 비례배분법(proportionate allocation)
• 최적배분법(optimal allocation)
a. 집락 표본추출(cluster sampling)
ㅤ
1. 비확률 표본추출

ㅤ
Ø

2.

연속 표본추출(consecutive sampling) 특
: 정한 시간간격이나 환자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만족시키는 모든 대상자를 뽑는 방법이다. 비확률 추출 중에 우수한 방법이다. 단점
은 기간이 짧은 경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절적 요소들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들('추세변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 쉽게 이용가능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뽑는 것으
로 비용과 논리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

4.

판단 표본추출(judgemental sampling) : 조사가능한 집단에서 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뽑는다.

진단법의 평가

특정 진단법의 '진단능력 평가'는 대상환자에 적용된 진단법의 '진단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
가(evalu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diagnostic test)하는 영역'과 적용된 진단법이 '치료
를 받은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diagnostic test)
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ㅤ
1. 진단법 평가연구의 구조
어떤 진단법이 특정 질병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잘 구분해
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계획되는 연구를 말한다.

<표 1>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정의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치가 동일하게
나오는 정도

변수의 값이 실제 대표하려는
값과 일치하는 정도

평가의 방법

반복된 측정으로 비교

참고 표준치와 비교

측정의 의의

발견 능력의 증대

결론 정확성의 증대

측정 실패의 무작위 오류
원인
관찰자의 오류
관찰대상의 오류
측정기기의 오류

계통적 오류
관찰자의 오류
관찰대상의 오류
측정기기의 오류

진단법의 타당도

ㅤ

1.

체계 타당도 : 잘못된 논리적 가설 또는 잘못된 목적을 사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
으로 타당하지 못한 못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이론을 적용하거나 또
는 이론은 타당하나 연역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한다.

2.

도구 타당도 : 부적절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조작적 지표들을 사용할 때 생긴다. 주
어진 지표가 타당하여도 주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타당하지 못
한 측정지표를 만들 수 있다.

3.

표본추출 타당도 : 연구에 포함된 표본이 전체 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의 문제
이다. 대표성의 문제는 표본추출을 위한 설계시 전체 모집단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coverage bias)와 표본으로 추출된 사람들의 일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nonfresponse bias)에 발생한다.

4.

관찰자 또는 평가자 타당도 : 관찰자가 결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지
속적인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관찰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면접조사를 통하여 정보
를 수집할 때 질문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결과의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편
의를 유발시키게 된다.

5.

연구대상자 타당도 : 연구대상이 되는 개인의 습관이나 표현방식이 부적절할 때 편
의가 발생할 수 있다.

6.

연구관리 타당도 :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료수집 방법이 달라질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관찰자의 숙련도 차이, 정
보수집시의 계절적 차이 등이 결과에 계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분석 타당도 : 분석자가 최초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진 단 법 의 신 뢰 도 (reliabilty)
1.

연구대상자의 신뢰도 : 연구대상자의 감정상태, 동기부여 정도, 피로도 등이 순간순
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태도 등을 변화시켜서 반응이 비계통
적으로 변하게 된다.

2.

관찰자의 신뢰도 : 관찰자의 개인적 요소가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의 요소는
연구대상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반응에 대한 관찰자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상황의 신뢰도 : 어떤 상황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집
단의 진정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일 평가상황에서의 변이
가 계통적이라면 측정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타당하게 연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무작위적이라면 상황적 요소들은 일정한 편의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에 비계
통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도구의 신뢰도 : 도구자체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면접조사
에서 애매한 단어나 이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한 질문들은 응답
에 무작위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5.

절차의 신뢰도 :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하 코딩의 실수도 무작위적 비계통
적으로 일어날 경우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