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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olling the total survey error including sampling error and non-sampling error is very important in sam-
pling design. Non-sampling error caused by non-response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survey
error.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handle non-response properly. Recently, a lot of non-response im-
putation method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 and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s have been studied and
practically used. Most imputation methods assume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or MAR(missing at
random) and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MNAR (missing not at random) or NN(non-ignorable
non-response) which cause bias and reduce the accuracy of imput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non-response
imputation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non-ignorable non-response. That is, we propose an imputation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on by removing the bias caused by NN. In addition,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confirmed through small simulation studies.

Keywords: response probability model, super-population model, propensity score, 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1.서론

조사통계에서는다수의무응답이발생하고있다.무응답메커니즘은크게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
dom), MAR(missing at random)그리고MNAR(missing not at random)로나누어진다. MCAR은완전랜덤무응
답으로, 응답 확률이 표본추출이나 조사 과정에서 그 어떤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랜덤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MAR은 조건부 임의무응답(missing at random given covariate)이라 부르기도 하며 응답 확
률이보조변수에의존하지만관심변수에의존하지않고독립적인응답이이루어지는경우를의미한다.반면
MNAR은무응답이관심변수와관계가있고보조변수값에의해완전히설명될수없는경우를의미하며무시
할수없는무응답(non-ignorable non-response; NN)이라부르기도한다.특히무시할수없는무응답은편향을
발생시키므로그처리가쉽지않다.최근관심변수에영향을받는무시할수없는무응답이다수발생하고있
으며이와관련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NN임에도MAR또는MCAR가정에서얻어진무응답대체
방법을 사용한다면 발생한 편향이 추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체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편향을
추정하고,추정된편향을제거한무응답대체법을사용하는것은매우타당하다.

Lin과 Tsai (2020)는 2006년에서 2017년사이에발표된무응답대체법관련논문 111편을분석하였다.통
계기법을이용한무응답대체방법으로 15개방법이사용되었으며이중에서 EM(expectation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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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linear/logistic regression), LS(least squares), Mean/Mode방법이가장많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한 대체 방법으로는 13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Clustering, DT(decision tree),
KNN(K-nearest neighbor), RF(random forest)방법이가장많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Thomas와 Rajabi (2021)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표된 기계학습 관련 무응답 대체법을 연

구한 117개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관련 분야 13개 영역에서 79개의 무응답 대체법이
소개되었으며 분석 결과 Clustering, KNN, RF를 포함한 Ensemble 분야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물론 Lin과 Tsai (2020)와 Thomas와 Rajabi (2021)에서 무응답 대체법을 나누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 논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우 다양한 무응답 대체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실제 자료 분석에서

사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Finch (2010), Akande등 (2017)은범주형자료를위한대체법을비교하였고Quintero와 LeBoulluec (2018)

은 순서형 자료를 위한 대체법을 비교하였으며 Schmitt 등 (2015)은 6 가지 무응답 대체법을 비교하였다.
Laaksonen (2016)은 연속형 자료에서의 다중 대체법을 연구하였으며 흔히 사용하는 베이지안 기법의 MI
방법과 non-bayesian 기법을 사용한 무응답 대체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도 Song (2014), Lee와 Song
(2017)에서무응답대체방법의비교결과를발표하였으며 Park등 (2015)은문화체육관광노동력조사에서의
무응답 대체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Lin과 Tsai (2020)와 Thomas와 Rajabi (2021)에서도 설
명하였듯이무응답패턴이 MAR, MCAR인경우에서의무응답대체법연구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MNAR또는 NN을위한무응답대체법연구는상대적으로적다.
본 연구에서는 MNAR 또는 NN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응답 대체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Chung과

Shin (2022)은응답확률모형과초모집단모형을가정하고,이조건에서얻어진편향을추정하여편향이보정
된 편향보정 평균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Pfeffermann 등 (1998)이 제안한 정보적 표본설계 기법을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에 적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편
향이추정되며이때사용된응답확률추정방법에따라편향추정의정확성이달라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 확률 추정법과 비교할 때 Chung과 Shin
(2022)에서 제안한 응답 확률 추정법이 우수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ung과
Shin (2022)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편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무응답 대체법에서 편향을 제거하는 새로운 무응답 대체법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 통계학 관련 무응답 대체법으로 다중 대체법과 조건부 회귀 대체법을 고려하였으며 기계학습 관련

무응답 대체법은 MICE(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기반 방법인 PMM(Predictive Mean
Matching)과 CALIBERrfimpute을고려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응답확률추정방법을설명하였고응답확률모형과초모집단

모형에서얻어진편향추정방법을설명하였다. 3절에서는본논문에서사용된네가지무응답대체법을설명
하였다. 즉 통계적 무응답 대체법으로 회귀 대체법과 다중 회귀 대체법을 사용하였고 기계학습 관련 무응답
대체법으로 PMM와 CALIBERrfimpute을사용였으며각대체법에관하여설명하였다.이후얻어진무응답대
체값을 2절에서얻어진편향으로보정하는새로운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을제안하였다. 4절에서는제안된
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과편향을보정하지않은기존의무응답대체법을모의실험을이용하여비교하였다.
5절에는결론이있다.

2.편향추정

2.1.표본분포

본 연구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의 무응답 대체법을 다루므로 응답 확률이 관심변수의 함수인 경우를

고려한다. 또한, 관심변수와 보조변수 간에 초모집단 모형이 형성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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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료가 얻어진다면 얻어진 표본 자료의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Pfeffermann 등
(1998)은 fs(yi|θ

∗, xi) = f (yi|i ∈ s, xi) = Pr(i ∈ s|yi, xi) fp(yi|θ, xi)/Pr(i ∈ s|xi)이고 여기서 θ∗는 θ의 함수라 하면

Pr(i ∈ s|yi, xi) = Ep(πi|yi, xi)이되며,또한 Pr(i ∈ s|xi) = Ep(πi|xi)가되어다음의관계가성립되는것을밝혔다.

fs(yi|xi) =
Ep(πi|yi, xi) fp(yi|xi)

Ep(πi|xi)
. (2.1)

여기서 fp(yi|xi)는모집단분포, fs(yi|xi)는표본분포이고, Ep(πi|yi, xi)는 xi, yi가주어졌을때자료가표본에포

함될포함확률또는단순임의추출법을사용할경우에서는최종적인응답확률이다. Lee (2019)는식 (2.1)의
유도과정을매우자세히설명하였으며 Chung과 Shin (2022)은이결과를이용하여무시할수없는무응답을
위한 편향 보정 평균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보적 표본설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 표본설계에서는 무정보적 표본설계(non-informative sampling design)가 사용되므로 응답 확률이 관심
변수의 함수인 경우가 더욱 현실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정보적 표본설계로 단순랜덤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응답확률이관심변수의함수인경우를고려하였다.

2.2.응답확률모형과초모집단모형

2.2.1.응답확률모형

식 (2.1)에서표본분포를유도하기위해서는응답확률모형인 Ep(πi|yi, xi)와초모집단모형을포함한모집단
분포 fp(yi|xi)가알려져야한다.흔히사용되는응답확률모형으로는지수형,선형,로지스틱형태등다양한
함수가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조 변수 x의 임의의 함수인 g(x)를 포함한 함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g(x)는 편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조 변수 x를 고려하지 않는 다음의 두
모형을사용하였다.

[1]지수형응답확률모형

Ep(πi|yi, xi) = exp {a0 + a1yi} . (2.2)

[2]선형응답확률모형

Ep(πi|yi, xi) = b0 + b1yi. (2.3)

2.2.2.초모집단모형

Chung과 Shin (2022)과 Pfeffermann 등 (1998)에서 사용한 초모집단 모형은 지수형 모형, 선형회귀 모형 그
리고 로그-선형모형이다. 초모집단 모형의 오차가 정규분포인 경우에서는 지수형 모형과 선형회귀 모형이
흔히 사용되며, 초모집단 모형의 오차가 로그-정규분포 또는 감마분포인 경우에서는 로그-선형모형이 사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회귀 초모집단 모형과 모형의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다음의 초모집단 모형을
고려하였다.

선형회귀초모집단모형

fp(yi|xi) = N
(
β0 + β1 xi, σ

2
)
. (2.4)

즉모형은 yi = µi + εi = β0 + β1 xi + εi이고 εi
iid
∼ N(0, σ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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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oretical Bias for linear super-population model with normal distribution

이론적편향

응답확률모형
지수형 a1σ

2

선형
b1

b0+b1µi
σ2

2.2.3.이론적편향

이미 기존의 논문에서 각 응답 확률 모형과 초모집단 모형에 따른 이론적 편향이 구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확률 모형으로 식 (2.2)와 식 (2.3)을 사용하고 초모집단 모형은 식 (2.4)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이론적편향결과를 Table 1에수록하였다.

2.3.응답확률과가중치추정

이론적으로얻어진편향을추정하기위해서는응답확률모형의종속변수에해당하는응답확률 Ep(πi|yi, xi)
가추정되어야하며추정된응답확률의역수인가중치를이용하여응답확률모형의모수가추정된다.

2.3.1.응답확률추정

응답확률모형식 (2.2)와식 (2.3)에서 Ep(πi|yi, xi)은알려진값이아니므로추정값을사용해야한다.그러나
관심변수 y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y를 이용한 정확한 응답확률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보조자료 x를사용하여추정하는방법이사용되고있으며이와관련된내용은 Bethelehem (2020)에서찾을
수있다.또한, Bethelehem (2020)에서도설명하였듯이모집단에포함된보조자료를이용하여다양한방법으
로근사적인응답확률을추정할수있다.흔히사용되는방법은보조자료 x의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한
방법이며 Chung과 Shin (2017, 2019, 2020)은 사후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방법의 우수성 비교는 Sim
과 Shin (2021)에서 수행되었으며 사후 추정 방법이 우수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ung과
Shin (2022)에서는 두 방법을 결합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결합한 방법이 우수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에본연구에서는 Chung과 Shin (2022)에서사용한방법을사용하였다.특히 Pfeffermann과 Sverchkov
(2003)는 Es(wi|yi, xi) ≈ wi이고 Es(wi|yi, xi) = 1/Ep(πi|yi, xi)이 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표본 자료에서 가
중치가 추정되면, 이 가중치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추정된 가중치를 ŵi라 하면

Êp(πi|yi, xi) ≈ 1/ŵi이되어실제자료분석에사용될수있는최종모형식인식 (2.5)와식 (2.6)이만들어진다.
가중치추정방법과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한자세한응답확률추정방법은 2.3.2절에설명하였다.
[1]지수형응답률모형

log
(

1
ŵi

)
≈ a0 + a1yi. (2.5)

[2]선형응답률모형

1
ŵi
≈ b0 + b1yi. (2.6)

각모형에서종속변수에해당하는추정된가중치 ŵi와독립변수에해당하는 yi자료를이용하여모수 a0, a1, b0, b1

를회귀분석방법으로추정한다.

2.3.2.가중치추정

식 (2.5)와식 (2.6)을사용하기위해서는가중치추정이필요하다.본연구에서는가중치추정방법으로 Chung
과 Shin (2022)에서사용한방법을이용하였다.가중치추정은응답확률을추정함으로써얻어지는데, Ian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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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ne 등 (1991)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응답 확률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최근까지도 가장 흔히
사용된다. Bethlehem (2020)은응답확률을계산하는다양한방법을설명하였으며특히보조변수를이용한로
지스틱회귀모형으로응답확률을추정하는방법을자세히설명하였다.이를간단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응답여부를나타내는확률변수 Ri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Ri =

1, 개체 i가응답한경우,

0, 개체 i가응답하지않은경우

정의에따라확률변수 Ri는베르누이분포를따르며응답확률 πi = Pr(Ri = 1)로얻어진다.성향점수는응답
확률을의미하므로로지스틱회귀모형을적합하여얻어진성공확률이성향점수가된다.이제사용된로지스
틱회귀모형은다음과같다.

ln
(

π̂i

1 − π̂i

)
= α̂0 + α̂1 x1i + · · · + α̂p xpi. (2.7)

또한,추정된응답확률의역수 1/π̂i = ŵP
i 가성향점수를이용한방법에서구해진가중치가된다.성향점수를

이용하여얻어진응답확률또는가중치결과는 Chung과 Shin (2022)에의하면평균추정에우수한결과를주
지못하지만,모집단을세부층으로나누고추정된결과를나누어진세부층의모집단수로보정하면우수한
결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이에본연구에서는 Chung과 Shin (2022)에서제안한방법을사용하였다.먼
저주어진모집단을 L개의세부층으로나눈다.세부층을나누기위해층경계는모집단에포함된보조변수의
분위수를이용한다.자세한내용은 Chung과 Shin (2022)을살펴보기바란다.이제나누어진 h번째세부층의
모집단수를 Nh라하자.총모집단수를 N이라하면당연히

∑L
h=1 Nh = N이되며성향점수방법에의해추정된

응답 확률 π̂P
i 또는 가중치 ŵP

i 가 층별로
∑rh

i=1 1/π̂P
i =

∑rh
i=1 ŵP

i = Nh, h = 1, 2, . . . , L가 성립되도록 만든다. 즉
Chung과 Shin (2022)에서제안한최종적인가중치는 ŵC

i = ŵP
i × (Nh/

∑rh
i=1 ŵP

i )I(i ∈ sh)로정의된다.여기서 sh

는 h층표본자료의 index세트다.

2.4.편향추정

이론적편향추정을위해서는응답확률모형에포함된모수 a0, a1 또는 b0, b1과초모집단모형에포함된모수

µi, σ
2의추정이필요하다. 2.3.2절에서얻어진가중치를식 (2.5)와식 (2.6)에적용하게되면응답확률모형의

모수 a0, a1 또는 b0, b1가추정된다.또한초모집단모형에서얻어진 µi의추정값과보조변수 xi가주어졌을때

얻어진 조건부 분산인 Var(yi|xi) = σ2의 추정값 µ̂i, σ̂
2은 초모집단 모형이 알려져 있으므로 간단히 회귀분석

을 이용하게 구할 수 있다. 결국 각각의 모형에서 계산된 모수 추정값을 Table 1의 이론적 편향에 대입하면
최종적인편향추정값이얻어진다.

3.무응답대체법

항목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한 결측값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무응답 대체법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무응답대체법중에서자료에맞는최적무응답대체법의선택은쉽지않지만,자료의특성을파악하고주어
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얻은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하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통계학관련무응답대체법과두가지의기계학습관련무응답대체법을사용하였다.다만잘알려진
것처럼 무응답 대체법의 성능 비교는 주어진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사용하는무응답대체법과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을적용한무응답대체법의우수성을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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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통계기법을이용한무응답대체법

본연구에서는통계기법과관련된대체방법으로두방법을고려하였다.먼저관심변수와보조변수간에초
모집단모형이구축되므로조건부회귀대체법을사용하였다.즉 i번째자료가결측되었다면다음의수식에서
얻어진예측값으로무응답대체값 ŷ(i)을구한다.

ŷ(i) = β̂0 + β̂1 x1i + · · · + β̂p xpi, (3.1)

여기서 β̂ = (β̂0, β̂1, . . . , β̂p)
′

= (X
′

X)−1X
′

y로 중회귀 모형에서 얻어진 계수 추정값이다. 또한 최근에는 단일
대체법을사용할때발생하는분산의과소추정문제를해결한방법인다중대체법을사용하고있어본연구

에서도다중대체법중의하나인다중회귀대체법을사용하였다.다만 Laaksonen (2016)에서도설명하였듯이
다중 대체법에서는 여러 개의 대체값이 얻어지므로 얻어진 여러 개의 대체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종합하

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다중 대체법 결과를 이용한 단일
대체법을 사용하였다. 즉 SAS/Proc MI에서 회귀 대체법을 선택하여 k개의 i번째 대체 값 ŷ(i), j, j = 1, . . . , k을
구한후이를평균내어최종대체값을구하였다.즉식 (3.1)을최종대체값으로사용하였다.

ŷ(i) =
1
k

k∑
j=1

ŷ(i), j. (3.2)

이결과는다중대체법에서흔히사용하는방법이며 Park (2015)에서도사용되었다.본연구에서는 Laaksonen
(2016)에서와같이 k = 10을사용하였다.

3.2.기계학습기법을이용한무응답대체법

Lin과 Tsai (2020)와 Thomas와 Rajabi (202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무응답대체법이개발되었다.두논문에의하면연속형변수에흔히사용하는방법이MICE(Multivariate Im-
putation by Chained Equations)에 기반한 대체 방법이다. 최근 Hong과 Lynn (2020)는 MICE 기반 대체 방법
중에서 R패키지의 PMM(predictive mean matching: mice패키지의함수mice.impute.pmm)과 CALIBERrfim-
pute(CALIBERrfimpute패키지의함수 mice.impute.rfcont)의성능을비교하였다. PMM과 CALIBERrfimpute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ong과 Lynn (2020) 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관련 무응답
대체법으로위의두방법을사용하였다.설명한두방법의무응답대체값은 R패키지의 PMM과 CALIBER-
rfimpute를사용하였으며이때 PMM과 CALIBERrfimpute에서사용한최대반복횟수는각각기본값인 10과 5
를사용하였다.

3.3.제안한편향보정대체법

3.3.1.편향보정대체법

결측된 i번째 자료를 y(i)라 하고, 기존의 방법에서 얻어진 대체 값을 ŷ(i)라 하자. 기존의 방법은 얻어진 최종
대체값으로 ŷ(i)를사용하지만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은얻어진대체값 ŷ(i)에서추정된편향을제거한값을

최종대체값으로사용한다.즉본연구에서제안한최종대체값 ŷN
(i)은다음과같은형태를취한다.

ŷN
(i) = ŷ(i) − B̂ias(i). (3.3)

만약응답확률모형이지수형이고,초모집단모형의오차분포가정규분포인경우는 Table 1에서결측자료에
무관하게추정된편향은 B̂ias(i) = B̂ias = â1σ̂

2가된다.그러나응답확률모형이선형인경우의편향은결측된
i번째자료와관계가있다.즉 µ̂(i)와관계가있다. Chung과 Shin (2022)과같이기존의편향보정평균추정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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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자료의편향추정값을이용하지만식 (3.3)은무응답자료에서얻어진편향이사용된다.특히응답확
률이관심변수값에따라다르고또한사용하는초모집단모형도고려되어야하므로응답한자료에서구해진

편향추정값과무응답자료에서구해진편향추정값은서로다르다.이제 h층에서얻어진응답자료의편향
총합, B̂(R)

h 은다음과같이구해진다.

B̂(R)
h =

rh∑
i=1

B̂iashi × ŵC
hi, (3.4)

여기서 rh는 h층의응답자료수, ŵC
hi는 h세부층에포함된응답자료 i의최종가중치, B̂iashi는 h세부층, i번째

응답자료의편향추정치이다.응답자료를이용한평균추정의편향보정을위해서는각각의응답자료에서
편향이 추정되는 반면 무응답 대체에서는 무응답 자료에서 편향이 추정된다. 다만 무응답 대체의 경우 모든
무응답자료에무응답대체가이루어지므로대체이후에는완전자료(complete data)가되어무응답대체에서
사용하는가중치는응답자료에서사용되는가중치와다르다.이제응답자료에서사용한같은방법으로 h층
내에포함된무응답자료에서얻어진편향의총합, B̂(NR)

h 을구하면다음과같다.

B̂(NR)
h =

(nh−rh)∑
i=1

B̂iash(i) × wh(i) =

(nh−rh)∑
i=1

B̂iash(i) × wh, (3.5)

여기서 B̂iash(i)는 h층에포함된무응답자료의편향추정치이다.또한,본연구에서는단순임의추출법을사용
하였기 때문에 무응답 자료의 가중치는 wh = Nh/nh로 h 층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무응답 대체를 이용한 층별 편향 총합 추정 결과와 가중치 보정 방법을 이용한 층별 편향 총합 추정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h 층의 편향 보정 인자를 사용하며, h 층의 편향 보정 인자를 f Bias
h = B̂(R)

h /B̂(NR)
h 라

하면최종적으로무응답대체에사용될최종편향추정량은다음과같다.

B̂ias
F
h(i) = B̂iash(i) × f Bias

h . (3.6)

따라서 식 (3.6)의 무응답 자료에서 얻어진 편향 추정치, B̂ias
F
h(i)를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응답한 자료에서

추정된편향의총합추정치가된다.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의최종대체값을사용하였다.

ŷBC
h(i) = ŷh(i) − B̂ias

F
h(i), (3.7)

여기서 ŷ(i)는 3.1절과 3.2절에서설명한네가지대체방법에서얻어진무응답대체값이다.

3.3.2.편향보정대체법을이용한총합및평균추정

제안한편향보정대체법을사용하여최종총합및평균추정량을얻을수있다.먼저총합추정량은 Berg등
(2016)에서사용한정의를사용하면다음과같다.

Ŷ =

n∑
i=1

IiRi(πI
i )
−1yi +

N∑
i=1

Ii(1 − Ri)
(
πI

i

)−1
ŷ(i), (3.8)

여기서 Ii는지시변수로표본에포함되면 Ii = 1이고표본에포함되지않으면 Ii = 0이다.즉 Pr(i ∈ s) = Pr(Ii =

1) = πI
i이다. Ri도지시함수로응답하면 Ri = 1이고,응답하지않으면 Ri = 0이다.또한, yi는조사된자료이고

ŷ(i)는결측치대체값이다.따라서식 (3.8)에본연구에서사용한기호를사용하면다음과같이표시된다.

Ŷ =

n∑
i=1

Ri

(
πI

i

)−1
yi +

n∑
i=1

(1 − Ri)
(
πI

i

)−1
ŷ(i) =

r∑
i=1

(
πI

i

)−1
yi +

(n−r)∑
i=1

(
πI

i

)−1
ŷ(i). (3.9)



492 Min-Ha Lee, Key-Il Shin

또한식 (3.9)에본연구에서가정한 SRS방법을사용하여추출한다면 (πI
i )
−1 = n/N이되므로최종적인총계

추정량은다음과같이얻어진다.

ŶBC =

r∑
i=1

π−1
i yi +

(n−r)∑
i=1

π−1
i ŷBC

(i) = π−1

 r∑
i=1

yi +

(n−r)∑
i=1

ŷBC
(i)

 =
N
n

 r∑
i=1

yi +

(n−r)∑
i=1

ŷBC
(i)

 . (3.10)

또한최종평균추정량은 ˆ̄YBC = (1/N)ŶBC로얻어진다.

4.모의실험

4.1.모의실험설계

본논문의모의실험방법은 Chung과 Shin (2017, 2020, 2022)에서사용한방법과동일한방법을사용하였다.

4.1.1.자료생성

Step 1. 모집단생성과정

1. 보조자료 xi 생성

xi = 100 + γi, i = 1, . . . ,N,

여기서 γi
iid
∼ Unif(0, 100)이다. 따라서 xi는 10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갖으며 모집단 자료 수 N =

10,000을사용하였다.

2. 초모집단모형

yi = β0 + β1 xi + εi, εi
iid
∼ N

(
0, σ2

)
,

여기서 β0 = 10, β1 = 5, σ2 = 400, 900를사용하였다.

Step 2. 표본추출과정

생성된 N개의 모집단 자료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에서 주어진 응답률 모형에
따라무응답을생성하였다.

3. N개의 모집단 자료에서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e)로 n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n = 500을사용하였다.

4. 추출된 n개의 표본에서 선형 모형인 πi = b0 + b1yi, πi ∈ [0, 1]을 이용하여 무응답을 생성하였
다. 즉 yi의 최솟값에서의 응답률을 πmin

y , yi의 최댓값에서의 응답률을 πmax
y 라 할 때, (πmin

y , πmax
y ) =

(0.9, 0.3), (0.9, 0.5), (0.5, 0.9), (0.3, 0.9)을사용하여 b0,b1을구하고 yi 값에따라응답확률을계산하

였다. 계산된 응답 확률에 따라 응답과 무응답 자료 Ri를 생성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지수형 응답
확률모형인 (2.2)를사용하여응답과무응답자료 Ri를생성하였다.

5. 응답한 최종 조사 자료는 r개이다. 예를 들어 (πmin
y , πmax

y ) = (0.9, 0.3) 또는 (πmin
y , πmax

y ) = (0.3, 0.9)
인경우는전체자료의약 60%가되어주어진자료수 n에비해약 40%가감소한다. (πmin

y , πmax
y ) =

(0.9, 0.5) 또는 (πmin
y , πmax

y ) = (0.5, 0.9)인 경우는 전체 자료의 약 70%가 되어 주어진 자료 수 n에
비해약 30%가감소한다.이상의응답확률에추가하여본모의실험에서는 (0.3, 0.7), (0.65, 0.95),
(0.95, 0.65), (0.7, 0.3)인경우도살펴보았다.

Step 3. 층화



Bias corrected non-response estimation 493

얻어진표본자료는 (xi, yi), i = 1, . . . , r이고무응답에의해각자료의가중치는달라진다.

6. 주어진하나의모집단층을 L개의세부층으로나눈다.모집단에있는보조변수 xi를기준으로세

부층을나눈다.이때보조변수 xi를기준으로분위수를구한후,분위수를이용하여모집단을 L개
세부층으로나눈다.모의실험에서는응답한최종자료수에따라 L = 20, 25, 33을사용하였다.

4.1.2.응답확률과가중치계산

n = 500개의 보조자료와 응답 결과 자료 (xi,Ri), i = 1, . . . , n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성향점수
π̂i를 구하였다. 구해진 성향점수와 2.3.2절에서 설명한 가중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각 자료의 응답 확률과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모집단에 포함된 보조자료 xi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L = 20, 25, 33개의 세부 층으로
나누며 이때 층을 나누는 기준은 보조자료 xi의 분위수를 이용하였다. 구성된 h 세부 층의 모집단 수 Nh를

이용하여보정된최종가중치를구하였다.

4.1.3.편향계산및최종대체값계산

최종 가중치와 관심변수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 확률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응답 자료로 구성된 (xi, yi),
i = 1, . . . , r을 이용하여 초모집단 모형의 기댓값과 분산의 추정치 µ̂i, σ̂2를 계산하여 최종 편향 추정값을 계

산하였다. 또한, 설명한 네 가지 방법, 즉 회귀 대체, 다중 회귀 대체법을 이용한 단일 대체, 기계학습 기법인
PMM과 CALIBERrfimpute대체법을이용하여 ŷ(i)을구한후,식 (3.7)을이용하여최종대체값을구하였다.

4.1.4.비교통계량

최종적으로얻어진대체값은다음의비교통계량,편향(Bias),절대상대편향(absolute relative Bias; ARB)그리
고 제곱근 MSE(root mean squared error; RMSE) 결과를 이용하여 성능이 비교되었다. RMSE는 Lin과 Tsai
(2020)와 Thomas와 Rajabi (2021)에서설명한것처럼최근연속형자료대체법과관련된논문에서가장많이
사용된비교통계량이다.

Bias =
1
R

R∑
k=1

1
n − rk

n−rk∑
i=1

(
ŷk,(i) − yk,(i)

)
,

ARB =
1
R

R∑
k=1

1
n − rk

n−rk∑
i=1

∣∣∣ŷk,(i) − yk,(i)

∣∣∣
yk,(i)

× 100,

RMSE =

√√
1
R

R∑
k=1

1
n − rk

n−rk∑
i=1

(
ŷk,(i) − yk,(i)

)2,

여기서 R = 1,000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k번째 반복마다 새로운 모집단을 생성하여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i)는 i번째결측자료를의미하고따라서참값인 yk,(i)와이자료의대체값인 ŷk,(i)의차이를계산하였다.물론
k번째반복마다랜덤으로결측이생성되었다.이는생성된특정모집단의영향을줄이기위함이며이에 k번째
반복모집단의결측자료참값을 yk,(i)로표시하였다.

4.2.모의실험결과

응답 확률 모형 및 초모집단 오차 분포 그리고 대체 방법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가 Table 2부터 Table 10에
수록되었다. Table 2부터 Table 5는통계기법관련대체법인회귀대체법과다중회귀대체법을이용한단일
대체법 결과이며 오차의 분산은 σ2 = 900인 경우이다. Table 2와 Table 3에서는 선형 응답 확률 모형이 사용
되었으며 응답한 자료 수 r은 응답 확률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응답률에 해당하는 자료 수 만큼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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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linear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regression)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3 −2.572 −1.962 0.2700 0.2480 4.232 3.909
0.90 0.50 25 −2.660 −1.450 0.2615 0.2172 4.016 3.391
0.90 0.30 25 −3.566 −0.646 0.3080 0.2001 4.593 3.126
0.70 0.30 20 −2.246 0.244 0.2307 0.1853 3.541 2.920
0.30 0.70 20 2.269 −0.229 0.2317 0.1843 3.521 2.901
0.30 0.90 25 3.652 0.752 0.3153 0.1952 4.629 3.071
0.50 0.90 25 2.608 1.406 0.2569 0.2117 3.933 3.299
0.65 0.95 33 2.615 2.002 0.2768 0.2529 4.258 3.928

Table 3: Results of linear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MI)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3 −3.214 −2.604 0.3015 0.2733 4.671 4.291
0.90 0.50 25 −3.596 −2.385 0.3143 0.2530 4.707 3.900
0.90 0.30 25 −4.143 −1.213 0.3463 0.2154 5.092 3.367
0.70 0.30 20 −2.719 −0.223 0.2566 0.1898 3.902 2.974
0.30 0.70 20 1.764 −0.740 0.2134 0.1922 3.279 3.068
0.30 0.90 25 2.982 0.072 0.2772 0.1914 4.162 3.018
0.50 0.90 25 1.588 0.385 0.2165 0.1946 3.367 3.042
0.65 0.95 33 1.756 1.143 0.2454 0.2303 3.817 3.597

응답 자료가 얻어졌다. 이에 따라 세부 층의 수도 약 50% 응답률인 (πmin
y , πmax

y )=(0.7, 0.3) 또는 (0.3, 0.7)의
경우는 L = 20을 사용하였고, 약 80% 응답률인 (πmin

y , πmax
y ) =(0.95, 0.65) 또는 (0.65, 0.95)인 경우는 L = 33

을사용하였다. Table 2는회귀대체법결과로편향을보정한 ˆ̄YBC가보정하지않은기존의대체법인 ˆ̄Y에비해
매우우수한결과를보인다.편향을살펴보면 ˆ̄Y의경우 (πmin

y , πmax
y ) = (0.95, 0.65)에서 (0.7,0.3)까지과소추정

되는것을보인다.그러나편향을보정한 ˆ̄YBC는 ˆ̄Y에비해크게편향이감소한다.감소한편향은ARB와 RMSE
에도영향을주어,두통계량또한매우큰폭으로감소하였다.반면 (πmin

y , πmax
y ) = (0.3, 0.7)에서 (0.5,0.9)까지

ˆ̄Y는 과대 추정 결과를 준다. 그러나 편향 보정 대체법인 ˆ̄YBC는 편향을 많이 축소하며 우수한 결과를 준다.
또한, ARB와 RMSE에서도매우우수한결과를주고있다. Table 3은다중회귀대체법으로 10개의대체자료
세트를생성한후이를평균한값으로최종대체값을구하였다.결과를살펴보면편향보정대체법인 ˆ̄YBC가
ˆ̄Y에비해매우우수한결과를준다.본연구에서는회귀대체법과다중회귀대체법을이용한단일대체법을
비교하는것이목적이아니며또한자료에따라두방법의성능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두결과의비교는

하지않았다.결론적으로통계학관련무응답대체법에서사용된대체법과무관하게편향을보정한편향보정
무응답대체법이우수한결과를주는것을확인하였다.다음의 Table 4와 Table 5는지수형응답확률모형을
사용한 결과이며 응답한 자료 수 r은 응답 확률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형 응답 확률 모형과 비슷한 자료 수가
얻어졌다. 이때 사용된 세부층 수는 L = 20, 25, 33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선형 응답 확률 모형을
사용한결과와매우유사한패턴의우수성비교결과를확인할수있다.즉편향결과를포함한 ARB, RMSE
등모든비교통계량을기준으로,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인 ˆ̄YBC가 ˆ̄Y에비해매우우수한결과를준다.특히
응답확률차이가큰 (πmin

y , πmax
y ) = (0.9, 0.3)에서 (0.3,0.9)에서편향보정효과가큰것을확인할수있다.

Table 6에서 Table 9에 기계학습 관련 대체법인 PMM과 CALIBERrfimput의 비교 결과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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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exponential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regression)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3 −2.446 −1.811 0.2703 0.2472 4.204 3.871
0.90 0.50 25 −2.508 −1.302 0.2515 0.2068 3.848 3.241
0.90 0.30 25 −3.216 −0.158 0.2821 0.1869 4.254 2.932
0.70 0.30 20 −2.016 0.583 0.2244 0.1945 3.520 3.073
0.30 0.70 20 2.379 −0.183 0.2408 0.1890 3.704 2.947
0.30 0.90 25 3.278 0.214 0.2875 0.1820 4.254 2.867
0.50 0.90 25 2.470 1.270 0.2444 0.1981 3.740 3.118
0.65 0.95 33 2.637 2.005 0.2751 0.2475 4.209 3.847

Table 5: Results of exponential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MI)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3 −3.133 −2.4980 0.3033 0.2734 4.658 4.258
0.90 0.50 25 −3.578 −2.3710 0.3112 0.2476 4.632 3.815
0.90 0.30 25 −3.639 −0.5810 0.3104 0.1952 4.635 3.066
0.70 0.30 20 −2.738 −0.1395 0.2599 0.1934 4.014 3.059
0.30 0.70 20 1.590 −0.9722 0.2128 0.2032 3.302 3.169
0.30 0.90 25 2.748 −0.3154 0.2606 0.1841 3.908 2.937
0.50 0.90 25 1.326 0.1256 0.1995 0.1827 3.129 2.881
0.65 0.95 33 1.772 1.1410 0.2403 0.2228 3.751 3.502

Table 6: Results of linear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PMM)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0 −3.678 −3.015 0.3915 0.3663 6.029 5.674
0.90 0.50 25 −3.848 −2.773 0.3670 0.3205 5.618 4.980
0.90 0.30 25 −4.946 −2.238 0.4169 0.2829 6.176 4.403
0.70 0.30 20 −3.036 −1.156 0.3012 0.2402 4.630 3.765
0.30 0.70 20 1.480 −1.115 0.2513 0.2543 3.978 3.969
0.30 0.90 25 3.104 0.480 0.3263 0.2658 5.085 4.163
0.50 0.90 25 3.441 2.271 0.3448 0.2972 5.289 4.656
0.65 0.95 30 2.854 2.240 0.3440 0.3250 5.366 5.088

Table 6과 Table 7은 선형 응답 확률 모형을 사용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확률과 무관하게 편향
보정효과를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즉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을사용함으로써편향이크게줄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향 감소 영향으로 ARB와 RMSE도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Table 6의
(πmin

y , πmax
y ) =(0.3, 0.7)에서 ARB와 RMSE에차이를보이지않는다.물론편향의경우는큰폭의감소결과를

확인할수있다.이러한패턴은지수형응답확률모형결과인 Table 8과 Table 9에서도확인할수있다. Table
2에서 Table 9의 결과는 초모집단 모형의 오차 분산이 σ2 = 900인 결과이다. 반면 Table 10은 오차 분산이
σ2 = 400인결과이다.모든응답확률과무응답대체법의경우에서오차분산이 400인모의실험을수행하였
으나그결과가유사하여본논문에서는응답확률이선형이고,무응답대체법이MI인경우만을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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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linear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CALIBERrfimpute)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0 −4.357 −3.694 0.4133 0.3820 6.325 5.908
0.90 0.50 25 −2.235 −1.160 0.3076 0.2829 4.819 4.461
0.90 0.30 25 −6.013 −3.305 0.4954 0.3351 7.182 5.197
0.70 0.30 20 −2.646 −0.767 0.2840 0.2350 4.408 3.700
0.30 0.70 20 2.423 −0.172 0.2966 0.2583 4.611 4.051
0.30 0.90 25 4.169 1.546 0.3873 0.2884 5.991 4.583
0.50 0.90 25 4.492 3.323 0.4184 0.3627 6.371 5.640
0.65 0.95 30 1.996 1.382 0.3378 0.3266 5.310 5.132

Table 8: Results of exponential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PMM)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0 −3.646 −2.978 0.3796 0.3542 5.926 5.559
0.90 0.50 25 −4.090 −2.851 0.3798 0.3224 5.763 4.993
0.90 0.30 25 −4.473 −1.685 0.3929 0.2695 5.870 4.225
0.70 0.30 20 −2.800 −0.836 0.2977 0.2454 4.637 3.864
0.30 0.70 20 1.638 −1.490 0.2619 0.2677 4.141 4.195
0.30 0.90 25 2.908 −0.425 0.3129 0.2512 4.878 4.039
0.50 0.90 25 2.835 1.700 0.3152 0.2807 4.929 4.418
0.65 0.95 30 2.904 2.211 0.3425 0.3191 5.386 5.066

Table 9: Results of exponential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CALIBERrfimpute)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0 −4.499 −3.832 0.4189 0.3873 6.376 5.941
0.90 0.50 25 −2.991 −1.752 0.3412 0.3003 5.288 4.720
0.90 0.30 25 −2.113 0.675 0.3227 0.3013 5.026 4.670
0.70 0.30 20 −1.721 0.243 0.2545 0.2359 4.027 3.724
0.30 0.70 20 2.607 −0.521 0.3225 0.2874 5.066 4.509
0.30 0.90 25 1.995 −1.337 0.3103 0.3088 4.934 4.805
0.50 0.90 25 2.257 1.123 0.2849 0.2581 4.529 4.128
0.65 0.95 30 2.811 2.118 0.3759 0.3551 5.848 5.564

Table 2와 Table 10의 비교를 통하여 오차 분산의 크기가 편향 보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Table 1에서 편향은 오차 분산에 영향을 받으므로 분산이 900에서 400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편향의 크기도
작아질것으로예상된다.모의실험결과에서도전체적으로편향이감소하였으며 ARB와 RMSE도감소한것
을확인할수있다.물론본연구에서제안한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이우수한결과를주는것을확인할수
있다.

본모의실험결과는네가지무응답대체법에제안한편향보정방법을적용하여얻어진결과이지만다른

무응답대체법에본연구에서제안한편향보정방법을적용한경우에서도우수한결과를줄것으로판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 확률 모형이 지수형 또는 선형으로 알려져 있고, 초모집단 모형이 선형이고,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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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linear response model with normal error distribution (MI),σ2 = 400

πmin
y πmax

y L
Bias ARB( %) RMSE

Ŷ Ŷ
BC

Ŷ Ŷ
BC

Ŷ Ŷ
BC

0.95 0.65 33 −1.697 −1.388 0.1808 0.1679 2.813 2.638
0.90 0.50 25 −1.962 −1.333 0.1835 0.1547 2.807 2.412
0.90 0.30 25 −2.089 −0.488 0.1887 0.1319 2.859 2.076
0.70 0.30 20 −1.392 −0.064 0.1488 0.1183 2.299 1.875
0.30 0.70 20 0.802 −0.481 0.1310 0.1266 2.066 1.997
0.30 0.90 25 1.383 −0.169 0.1571 0.1281 2.428 2.027
0.50 0.90 25 0.694 0.076 0.1380 0.1312 2.176 2.078
0.65 0.95 33 0.693 0.385 0.1539 0.1489 2.407 2.341

분포가 정규분포인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임의의 응답 확률 모형과 임의의 초모집단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5.결론

본연구에서는무응답이MNAR또는NN인무응답패턴일때사용할수있는편향보정무응답대체법을제안
하였다.최근다수의무응답대체법이개발되어사용되고있지만,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인편향을추정하고
이를 무응답 대체법에 적용한 편향 보정 무응답 대체법은 편향을 축소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매우

효과적인방법인것을확인하였다.특히기존의통계기법관련무응답대체법뿐만아니라기계학습관련무
응답대체법에서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음도확인되었다.다만본연구에서는초모집단모형으로오차가
정규분포를따르는단순회귀모형을고려하였고,응답확률모형은선형모형과지수형모형을사용하였다.
이는기존의연구결과에서쉽게이론적인편향이얻어진경우이다.따라서이가정을벗어난경우에서는본
논문에서얻어진모의실험결과가달라질수있다.또한,작은응답확률인경우에서도사용할수있는세부층
구성방법에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그러나본연구에서제안한무응답대체방법은편향이알려진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무응답 대체 방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임의의 초모집단 모형과 임의의 응답률 모형에서 편향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본 논문에서 제

안한방법의사용은정확성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또한,편향은응답자료와무응답자료에서
모두발생하게되므로무응답대체법을이용한총계또는평균추정에서이를고려한추정량을개발하는것도

필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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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수없는무응답에서편향보정을이용한무응답대체

이민하a,신기일1,a

a한국외국어대학교통계학과

요 약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포함하는 총오차(total survey error)를 관리하는 것은 표본설계에서 매우 중요
하다.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한 비표본오차는 총오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인
무응답 대체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전통적 통계학 관련 기법에 추가하여 기계학습 관련
기법을 이용한 무응답 대체법이 다수 연구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다수의 방법은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또는MAR(missing at random)가정을사용하고있다.그러나관심변수
에영향을받는 MNAR(missing not at random)또는무시할수없는무응답(non-ignorable non-response; NN)
은 편향을 발생시켜 대체 결과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무응답 대체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편향을
추정한후이를제거하는방법을이용하여무응답대체결과의정확성을향상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또한,
모의실험을이용하여제안된방법의타당성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응답확률모형,초모집단모형,성향점수,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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