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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ring Method of the Ordinal Vari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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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ordinal scale is that its categories have a 
logically or continuously ordered relationship to each other. A continuous 
type permits measuring degrees of differences among categories. Also, the 
specific amount of differences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scoring method using a dummy variable based on distance among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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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기업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기업경

에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원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 필요에 따라 가공하여 사용한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중의 하나

는 각 변수에 대하여 데이터를 특성별로 그룹화 하여, 각각의 그룹을 질적 변수로 취

급하거나 또는 각 그룹에 점수를 할당하여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Labovitz(1967, 1970)는 순서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범주순위를 

이용하는 로버스트 방법과 실제 데이터와 순서가 있는 임의의 난수들과의 상관

(correlation)을 가지고 경험적인 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Mayer(1970, 1971)는 실제 점수가 순위의 지수 또는 로그 변환 값이라면 이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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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상관관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 다. 이 외에도 데이터의 분

포와 관련하여 점수를 할당하는 Hamdan(1971)의 방법과 중간순위(mid rank)를 사용

하는 방법(SAS Institute Inc, 1997)이 있으며, 순서형 변수와 보조(reference)변수의 

상관관계를 최대화시키는 값을 선택하는 Bradely and etc.(1962), Anderberg(1973)등

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순위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범주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무시

된다. 특히 중간 순위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범주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인접한 범주

들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도수를 가지면 이들은 유사한 중간 순위 값을 갖는다. 

Agresti(1996)는 보통 범주간 거리를 반 하도록 범주점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를 할당하는 경우는 범주들의 크

기를 고려하여 점수를 할당하지만 각 극단부분의 범주에 대한 점수 할당이 문제가 된

다. 

따라서 Agresti(1996)에서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변환할 때 가변수를 사용하여 목표 변수

에 대한 순서형 변수가 미치는 향정도를 점수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기존에 연구되어왔던 범주형 자료인 예제 데이터에 적용하고 적합도를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주는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균형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2. 순서형(Ordinal) 범주의 점수화

순서형 변수를 질적 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을 할 경우 변수의 수가 증가하고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순서형 변수의 범주가 많은 경우에 한 개의 연속형 변수로 

변형하여 분석하면 차원의 축소와 더불어 해석이 용이해진다.

대부분의 균형적인 자료에서는 순서형 범주에 대한 점수의 선택은 결과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며, 여러 유형의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하는 점수들에 대해서 유

사한 결과를 준다. 하지만 불균형 자료인 경우, 즉 각 범주들간의 관찰값들의 개수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는 점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Agresti(1990)에서 보인 것처럼 범주간의 거리를 반 하여 점수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

하다.

순서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변환하는 기존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범주간에 대하여 동일한 간격으로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범주간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각 개체에 순

위를 매긴 후에 각 범주에 대한 중간순위를 범주점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범주

에 속한 모든 개체들에게 동일한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료가 불균

형한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관찰값들을 가진 서로 인접한 범주들은 서로 유사한 중간

순위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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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포를 이용하여 범주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해서 점수를 할당한다. 이 때 각 

범주에 대한 점수들은 각 범주의 상대적인 크기와 각 범주의 평균 또는 중앙값과 같

은 통계량에 의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료에 대한 분포의 가정이 요구되며 

양극단 범주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점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Anderberg,197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변수를 이용한 점수선택 방법은 순서형 변수의 각 범주들

이 목표변수에 미치는 향정도에 의존하여 점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때 목표변

수는 순서형 변수에 대하여 단조증가 또는 단조감소의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순서형 변수를 질적 변수로 취급하여 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후 목표변수와 

각 범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점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료의 형태가 불균형

한 경우에는 범주간의 차이에 대한 가정 없이 얻어진 가변수의 모수 추정값을 이용함

으로써 범주간의 차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일단 제어한다. 그리고, 그 모수 추정값

들의 관계로부터 범주간의 거리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k개의 범주를 갖는 순서형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0과 1의 가변수를 이용

한 (k-1)개의 가변수 C 1, C 2 ,…, Ck-1로 변환한다. 

X  =  범주1  ⇔  C 1 = 0, C 2 = 0, …, Ck-1 = 0
X  =  범주2  ⇔  C 1 = 1, C 2 = 0, …, Ck-1 = 0
X = 범주3  ⇔  C 1 = 0, C 2 = 1, …, Ck-1 = 0
  ⋯                       ⋯

X  =  범주k  ⇔  C 1 = 0, C 2 = 0, …, Ck-1 = 1

2단계 : 가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적합시킨다.

Ŷ= β̂ 0+ β̂ 1*C 1+ β̂ 2*C 2+…+ β̂ k-1*Ck-1.

이때, 첫 번째 범주의 기대값은 Ŷ= β̂ 0로 표시되며, j  번째 범주의 기대값은

Ŷ= β̂ 0+ β̂ j-1  ( j = 2, … , k)로 나타낼 수 있다.

    

3단계 : 각 범주에 대한 계수 추정 값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범주에 점수를 할당

한다. 첫 번째 범주를 0이라 고정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각 범주의 증가하는 양을 점

수로 사용하거나 그 값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변환하여 점수로 선택한다.

 

제안한 방법은 거리개념을 이용하여 점수를 선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주들의 

순위가 단조증가 및 단조감소의 가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

로 각 범주의 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조증가 및 감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2.1>과 같이 β j-1> β j and β j< β j+1  이면 범주B와 C를 병합한 후 새로 생성

된 범주를 이용하여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다시 모수들을 추정하여 각 범주에 대한 

점수로 다시 할당한다. <그림 2.2>과 같이 β j-1<β j  and β j>β j+1이면 범주C와 D를 

병합한 후 새로 생성된 범주에 대한 모수 추정값들을 이용하여 각 범주에 대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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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당한다.

3. 예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예제들로 순서형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범주형 자료들이다. Agresti(1996)가 제시한 점수와 중간 순위를 점수

<그림 2.1>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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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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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한 경우의 분석결과와 가변수를 이용하여 점수를 선택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비교하 다. 두 번째는 <그림 2.1>에 해당하는 예제로 불균형한 형태를 갖으며 범주

의 순위의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자료이다. 중간값과 중간순위를 점수로 

선택한 경우의 분석결과와 가변수를 이용하여 점수를 선택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비교

하 다. 

3.1. 코 골기와 심장병

한 역학 연구에서 코 고는 것이 심장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2,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는 <표 3.1>과 같다. 조사 대상자들은 배우자들의 

보고를 근거로 코 고는 정도에 따라 네 범주로 분류하 다. 

<표 3.1> 코 골기와 심장병 

    Snoring

Heart Disease
Never Occasional 

Nearly every 

night
Every night Total

Yes 24 35 21 30 110

No 1355 603 192 224 2374

Total 1379 638 213 254 2484

<출처 : Norton, P.G. and Dunn, E.V. (1985) British Medical Journal. >

심장병 발생 확률이 코 고는 수준에 대한 선형식임을 가정하는 모형을 고려하 으

며, 코 고는 정도에 대한 가변수를 생성하고 연결함수로는 로짓을 이용하여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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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 다.

코 고는 정도의 각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변수로 변환한다.

Z 1 =  { 1, 가끔 코를 고는경우
0, 그렇지 않은 경우

Z 2 =  { 1, 거의 매일 밤 코를 고는경우
0, 그렇지 않은 경우

Z 3 =  { 1, 매일 밤 코를 고는경우
0, 그렇지 않은 경우

 Z 1= Z 2= Z 3=0  인 경우는 코를 전혀 골지 않는 경우이다.

가변수를 이용하여 적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
p̂ i

1- p̂ i
)= β̂ 0+ β̂ 1Z i1+ β̂ 2Z i2+ β̂ 3Z i3             

=-4.034+1.187Z i1+1.821Z i2+2.023Z i3
(< 0.0001)  (< 0.0001)  (< 0.0001)  ( < 0.0001)

세 개의 모수 추정값들은 양의 값을 갖고, 그 크기는 β 1̂ < β 2̂ < β 3̂  이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골기가 심할수록 심장병의 발생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즈비 Z 1(3.277), Z 2(6.175), Z 3(7.561)로부터 코 고는 정도가 

심할수록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범주인 

거의 매일 밤( Z 2) 또는 매일 밤( Z 3) 코를 고는 경우는 다른 범주보다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순서형 변수에 대한 점수선택은 범주간의 거리를 반 해야 한

다.

코를 전혀 골지 않는 경우와 코를 가끔 고는 경우와의 범주간 거리는 차이가 있지

만 매일 밤 고는 사람과 거의 매일 밤 고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가 

나도록 점수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1>에서 각 범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로그함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코를 

전혀 골지 않는 경우와 가끔씩 고는 경우 범주간의 거리는 1.2의 차이가 있었으며 다

음 범주간은 0.6, 0.2의 차이로 코 고는 정도가 비슷함에 따라 각 범주간의 차이도 작

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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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코 골이와 심장병 발생 

<표 3.2>는 변수 코 골이의 각 범주에 대하여 세 가지 점수의 선택을 보여준다. 

Agresti (1996)가 제시한 점수와 중간순위를 이용한 점수를 이용하 고 다음으로 가변

수의 모수 추정값들을 점수로 선택하 다.

 

<표 3.2> 코 골기에 대한 점수와 이탈도 

코 골이 
전혀 골지 

않는다
가끔씩 거의 매일 밤 매일 밤 이탈도

Agresti 점수 0 2 4 5 0.9358

중간순위 이용 690 1008.5 1115 1242 0.4127

가변수 이용 0 1.2 1.8 2.0 0.0029

모형을 적합시킨 후 이탈도를 보면 Agresti(1996)가 제시한 점수와 중간순위를 이용

하여 점수를 선택하 을 경우는 연결함수를 Probit을 이용한 모형이 우수했고, 본 연

구에서 제안한 가변수를 이용하 을 경우에는 연결함수를 CLoglog를 이용한 모형이 

가장 우수했다.

각 점수선택에 따른 모형을 보면 Agresti(1996)가 제시한 점수를 사용한 모형은   

Probit [ p̂ ]=-2.061 + 0.188*Snoring이고 이탈도는 0.9358이며, 중간순위를 점수로 

사용한 모형은 Probit [ p̂ ]=-3.305 + 0.002*Snoring이고 이탈도는 0.4127로 

Agresti가 제시한 모형보다 약간 우수했다. 가변수를 이용한 점수를 이용하여 적합한 

모형은 CLoglog [ p̂ ]=-4.048 + 0.986*Snoring이고 이탈도는 0.0029이었으며 세 모

형중 가장 적합이 잘 되었다.

<그림 3.2>, <그림 3.3> 그리고 <그림 3.4>는 각 모형에 대한 심장병 발생의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 가변수를 이용하여 점수를 선택하 을 경우의 모형의 예측확률이 

실제 확률과 가장 잘 적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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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gresti의 점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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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간순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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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변수를 이용한 예측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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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주와 기형아

임산부의 음주와 선천적인 기형아 발생에 관한 전향적 연구에 대한 자료가 <표 

3.3>에 주어져 있다. 표본으로 추출된 임산부들이 임신 3개월 경과했을 때에 이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소비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출산한 아들의 생식기관이 

선천적으로 기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관측한 결과이다. 매일 마시는 평균 음주량으

로 측정된 알코올 소비량은 순서형 범주를 갖는 설명변수이고, 기형여부를 가리키는 

반응변수는 명목형 변수이다.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 선형적으

로 변하는 모형을 고려하여 가변수를 생성하고 연결함수로는 로짓을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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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영아 기형 여부와 임산부의 알코올 소비량

알콜량 중간값 no yes 합계

0 0 17066 48 17114

<1 0.5 14464 38 14502

1-2  1.5 788 5 793

3-5 4 126 1 127

>=6 7 37 1 38

<출처 : B. I. Graubard and E. L. Korn. Biometrics 43, p471-476(1987)>

코 골이의 각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변수로 변환한다.

     Z 1 =  { 1, 알코올 소비량 <  1
0, 그렇지 않은 경우

     Z 2 =  { 1, 1 ≤ 알코올 소비량 ≤ 2
0, 그렇지 않은 경우

     Z 3 =  { 1, 3 ≤ 알코올 소비량 ≤ 5
0, 그렇지 않은 경우

     Z 4 =  { 1, 알코올 소비량이 ≥ 6
0, 그렇지 않은 경우

알코올 소비량이 0인인 경우는 Z 1= Z 2= Z 3=Z 4=0  이다.

생성된 가변수를 이용한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p̂ i

1- p̂ i
)= β̂ 0+ β̂ 1Z i1+ β̂ 2Z i2+ β̂ 3Z i3+ β̂ 4Z i4                   

=-5.874-0.068Z i1+0.814Z i2+1.037Z i3+ 2.263Z i4

 

<그림 3.5> 알코올 소비량과 기형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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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에서 보는바와 같이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기형아의 발생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범주에 대하여 가변수를 이용한 점수를 

할당할 경우 범주들의 순위가 단조증가의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조증가의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두 개의 범주를 병합하여 한 개의 범주로 하여 다시 분석을 

하 다.

알코올 소비량이 1-2회인 경우와 3-5회인 경우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1회 미

만인 경우와 6회 이상인 경우와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4>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점수선택

알코올 소비량 점수 < 1 1-2 3-5 ≥ 6 이탈도

중간값 0.5 1.5 4 7 0.902

중간순위 15765.5 32013 32473 32555.5 1.201

가변수 이용 0 0.8 1.1 2.3 0.008

<표 3.4>는 변수 알코올 소비량의 각 범주에 대하여 세 가지 점수의 선택을 보여

준다. 중간값(Agresti 1996)과 중간순위를 이용한 점수와 다음으로 가변수의 모수 추

정값들을 점수로 선택하 다.

모형을 적합시킨 후 이탈도를 살펴보면 Agresti(1996)가 제시한 점수와 가변수를 이

용하여 점수를 선택하 을 경우는 연결함수를 Probit을 이용한 모형이 우수했고, 중간

순위를 이용하 을 경우에는 연결함수를 CLoglog를 이용한 모형이 가장 우수했다. 

각 점수선택에 따른 모형을 살펴보면 중간값을 점수로 사용한 모형은 

Probit [ p̂ ]= -2.843 + 0.136*alchol 이고 이탈도는 0.902이며, 중간순위를 점수로 

사용한 모형은 Cloglog [ p̂ ]=-6.871 + 0.0001*alchol 이고 이탈도는 1.201이며, 가변

수를 이용한 점수를 이용하여 적합한 모형은 Probit [ p̂ ]=-2.78 + 0.357*alchol 이

고 이탈도는 0.008이다. 

<그림 3.6> 중간값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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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간순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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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가변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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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그림 3.7>, 그리고 <그림 3.8>은 각 모형에 대한 기형아 발생의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불균형한 형태를 갖는 자료로 중간순위를 점수로 선택하

여 분석하 을 경우 범주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측값들

을 갖는 서로 인접한 범주들은 서로 유사한 중간순위를 갖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점

수를 할당할 경우 알코올 소비량이 1-2회인 경우와 6회 이상인 경우가 기형아 발생여

부에 비슷한 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범

주간의 거리를 반 하는 점수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Agresti, 1996).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주간의 거리를 반 하는 가변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점수를 할당한 

후의 분석결과가  다른 방법보다 실제 확률과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순서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변환하는 방법들 중 순서형 변수들에 대해서 

각 범주별로 목표변수에 미치는 향정도를 파악하여 그 관계로부터 점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모든 경우에서 우수한 방법은 아니지만 자료가 불균형

한 경우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수한 모형을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순서척도를 위배하는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범주들을 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가변수의 모수 추정값들의 관계를 비선형(nonlinear)으로 모형화하여 적합

된 값을 점수로 선택하는 방법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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