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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이항모형의적합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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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관된이항자료에대한일반화이항모형들을비교한연구들은고려한모형과비교기준에서결과가제
한적이라는측면이있다. 이연구는모형선택의가능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모의실험을통하여모형별적
합도와베르누이시행의성공확률및급내상관계수에대한 ML추정량들을비교하였다. 모수의특정영역을
제외하고포괄적적합도나추정량의 MSE 및편의등성분적합에서는대부분의모형이일정수준의경쟁적
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고려한모형들중특히일반화확장베타이항모형 (Prentice, 1986)은
거의모든모수영역과비교기준에걸쳐일관되게양호한수행력을가지는것으로평가되었다.

주요용어: 상관된이항자료,일반화이항모형,적합도.

1. 서론

생체검사실험에서동복자효과(litter effect)등으로인해관찰되는베르누이시행들간에종속적관
계를설정하는것이적절할경우가있다. 이런유형의자료를다루기위해통상적이항분포를일반화
한여러유형의모형들이제안되었다. 그러나이들간비교연구 (Moon, 2003;문명상, 1999; Ng, 1989;
Paul, 1987; Kupper와 Haseman, 1978; Griffiths, 1973)은분석대상의모형이제한적일뿐더러,그중선
택된몇개의모형에대한평가지표로추정량의평균제곱오차만을고려하는등부분적결과라는측면
이있다. 이연구는모의실험을통해모형별가능한급내상관계수의범위에걸쳐다양한형태의적합
도를고려함으로써주어진상관이항자료에대한적절한모형을선택하는데에가능한지침을제공한
다.

2. 일반화이항모형

성공확률 π의베르누이분포[B(1, π)]에따르는확률변수 B j, j = 1, 2, . . . , n에서각시행간급내상
관관계가존재할경우 X =

∑n
j=1 B j를통상적이항분포[B(n, π)]를통해모형화하면추정량의분산이부

적절하게과대/과소평가되는문제가발생한다 (Danaher과 Hardie, 2005). 이에대한방안으로이항모
형에 (공통)급내상관계수, γ = corr(B j, Bk), j , k를추가하여 B j들간의종속성이반영되도록일반화한

여러모형들이제안되었다.

2.1. 모형

(1) 베타이항모형(Beta Binomial model; BB):이는 B j들간의종속관계를, π에베타분포[Beta(α, β)]를
(Williams, 1975),그리고조건부확률변수 X|π에 B(n, π)를가정하여모형화한것으로,이때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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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률변수 X는식 (2.1)의베타이항분포[BB(n, α, β)]에따르게된다.

fX(x) = nCx
Γ(α + β)
Γ(α)Γ(β)

Γ(α + x)Γ(n + β − x)
Γ(α + β + n)

, x = 0, 1, . . . , n, (2.1)

여기서 B j들간급내상관계수 γ = (1 + α + β)−1가되므로모형 BB는묵시적으로양(+)의급내상관
을상정한것이된다 (Kupper와 Haseman, 1978).

(2) 상관이항모형(Correlated Binomial model; CB): 이는 X의분포함수 (Bahadur, 1961)에서 3차이상
베르누이시행간의상관관계를무시하여근사시킨것 (Kupper와 Haseman, 1978)으로다음의분
포함수를가진다.

fX(x) = nCxπ
x(1 − π)n−x

{
1 +

γ

2π(1 − π)

[
(x − nπ)2 + x(2π − 1) − nπ2

]}
, (2.2)

단
−2

n(n − 1)
min

(
1 − π
π

,
π

1 − π

)
≤ γ ≤ 2π(1 − π)

(n − 1)π(1 − π) + (1/4) − γ0

γ0 = min
x

{
[x − (n − 1)π − 0.5]2

}
, x = 0, 1, . . . , n.

(3) 일반화승법이항모형(generalized Multiplicative Binomial model; MPB): 이는 B j들의 3차이상결
합확률이대칭적이라는가정하에서그들간의교호효과에승법적구조 (Lancaster, 1969)를설정하
고, 2차의교호효과까지근사시켜정식화한모형으로분포함수는다음과같다 (Altham, 1978).

fX(x) = nCxπ
x(1 − π)n−x θx(n−x)

f (π, θ, n)
, x = 0, 1, . . . , n (2.3)

단 f (π, θ, n) =
n∑

x=0
nCxπ

x(1 − π)n−xθx(n−x),

θ =
π(1 − π)(1 − γ)√

π(1 − π) {(1 − π) + γπ} {π + γ(1 − π)}
.

식 (2.3)이확률함수가되기위해서는조건으로 0 < π < 1, θ > 0이필요하다. 여기서 θ = 1일때
fX(x)는 B(n, π)가되고, θ > 1이면양의급내상관을, θ < 1이면급내상관이음인경우에해당한다.

(4) 일반화확장베타이항모형(generalized Extended Beta Binomial model; EBB): 급내상관이양인자
료에 대해 정당화되는 모형 BB에 재모수화 과정을 통해 그 제약을 완화시킨 다음 형식의 모형
EBB가 Prentice (1986)에의해고려되었다.

fX(x) = nCx

x−1∏
i=0

(π + ωi)
n−x−1∏

i=0

(1 − π + ωi)
/ n−1∏

i=0

(1 + ωi), (2.4)

단 ω = γ(1 − γ)−1, π = α(α + β)−1, ω ≥ max
{
− π

(n − 1)
, − (1 − π)

(n − 1)

}
.

이때 ω < 0일때 EBB는음의급내상관을일부포함하며, ω = 0이면 B(n, π)가된다.

(5) 수정이항모형(Modified Binomial model; MDB): Ng (1989)는 X의분포가 B(n, π)보다더펑퍼짐하
거나(양의상관),뾰족해지도록(음의상관) (n − 1)개모수 ψi를도입하여여러단계에걸쳐축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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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 π)에따른모형별 γ의가능한범위

n π
일반화이항모형

BB CB MPB EBB MDB
0.1 > 0 [−0.11, 1.00] [−0.11, 1.00] [−0.11, 1.00] [−0.11, 0.53]

2 0.3 > 0 [−0.43, 1.00] [−0.43, 1.00] [−0.43, 1.00] [−0.43, 0.91]
0.5 >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1 > 0 [−0.01, 0.30] [−0.11, 1.00] [−0.03, 1.00] [−0.01, 0.30]

5 0.3 > 0 [−0.04, 0.42] [−0.43, 1.00] [−0.08, 1.00] [−0.04, 0.39]
0.5 > 0 [−0.10, 0.50] [−1.00, 1.00] [−0.14, 1.00] [−0.10, 0.40]
0.1 > 0 [−0.00, 0.20] [−0.11, 1.00] [−0.01, 1.00] [0.00, 0.17]

10 0.3 > 0 [−0.01, 0.20] [−0.43, 1.00] [−0.03, 1.00] [−0.01, 0.20]
0.5 > 0 [−0.02, 0.20] [−1.00, 1.00] [−0.06, 1.00] [−0.02, 0.20]
0.1 > 0 [−0.00, 0.10] [−0.11, 1.00] [−0.01, 1.00] [0.00, 0.09]

20 0.3 > 0 [−0.00, 0.10] [−0.43, 1.00] [−0.02, 1.00] [0.00, 0.10]
0.5 > 0 [−0.00, 0.10] [−1.00, 1.00] [−0.03, 1.00] [−0.00, 0.10]

으로수정한다음형식의수정이항모형을제안하였다.

fX(x) =
n∑

i=1

[(1 − π)Bn−i(x) + πBn−i(x − i)]ψi−1(1 − ψi) · · · (1 − ψn−1) (2.5)

단 B j(k) = jCkπ
k(1 − π) j−k, k = 0, 1, . . . , j, B0(y) = 1, ψ0 = 1, x = 0, 1, . . . , n,

여기서 ψi는 n과 π에의해결정되는상수로서 0 < ψi < 1일때확률함수의조건은항상만족된다.
MDB의경우 γ =

∑n
i=2 i(i − 1)[n(n − 1)]−1ψi−1(1 − ψi) · · · (1 − ψn−1)이므로일부 ψ j < 0인경우이는

음의급내상관을포함한다. 특히 ψ1 = γn(n − 1)/2, ψi = 0 (i ≥ 2)이면 MDB는일반화가법이항모
형 (Altham, 1978)과동일하다.

(6) 기타: 이 이외에 모형에 추가적 모수를 도입하여 통상적 이항모형을 일반화한 것들이 제시되었
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베타이항모형(BB)에 상관이항모형(CB)를 병합
한일반화베타상관이항모형 (Paul, 1987)이나,인접된베르누이시행에서의성공확률들간의특정
순환관계를설정하고시행들간종속성을반영하는모수를도입하여모형화한 Drezner와 Farnum
(1993)의일반화이항모형등이포함된다.

2.2. 모형별급내상관계수의범위

Paul (1987)과 Kupper와 Haseman (1978)은각각베타상관이항모형과모형 CB에대해개별적으로
허용되는급내상관계수의범위를제공한바있다. 여기서는 2.1절에제시된 5개모형의경우를종합적
으로고려한다. n베르누이변수들간공통급내상관계수 γ가취할수있는범위는각모형별제약조건

과 (π, θ, ω, ψi)등에의존한다. (n, π)의조합에대해 γ의대략적적용가능범위는 π = 1/2에대칭이므로
표 1에서는 π ≤ 1/2인경우만을제시하였다.
표 1에서모든 π에걸쳐 MPB가가장넓은범위의 γ를포함하고있으며, 그다음은 EBB, CB, BB

등의순서로매우일관된경향을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 MPB는 EBB에비해상한은같은수준이나
하한이더확대되어있으며, CB에비해서는상한과하한이모두확대되어있다. 또한 n이커짐에따
라, 그리고같은 n 내에서는 π가매우작거나큰극단적인값을가질때허용가능한 γ의범위는모든

모형에걸쳐모두작아지고있으나, (n, π)에따라각모형별 γ의범위가현저하게차이가나지는않는

다. MDB에대한범위는 ψi (i = 1, 2, . . . , n − 1)의선택에따라거의모든급내상관계수를포함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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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π = 0.2 (b) π = 0.4

(c) π = 0.5 (d) π = 0.7

(e) π = 0.9

그림 1: y축: χ2/d f , x축: γ (n = 5의경우)

있으나, 표 1에서는다른모형과의비교를위해 MDB의특수한경우인일반화가법이항모형 (Altham,
1978)에대한것을표기하였다.

2.3. 모형적합의평가기준

여기에서는모형적합정도를포괄적으로평가하는지표로서자유도대비 Pearson χ2 적합도통계량

인 χ2/d f와평균 AIC 정보기준 (Akaike, 1973)을, 그리고세부적적합지수로서 (π, γ) 각조합에대해
모형별추정치의편의(Bias)와평균제곱오차(MSE)를고려한다.

3. 모형비교

일반화 이항모형의 평가는 통상 실제자료에 대한 모형별 카이제곱 적합도를 중심으로 고려되었

는데 (Kupper와 Haseman, 1978; Altham, 1978; Ng, 1989; Griffiths, 1973), 모의실험을 통한 연구는
Drezner과 Farnum (1993)의일반화이항모형에대한MLE의평가 (문명상, 1999)와 (BB, CB, MDB)의
비교연구 (Moon, 2003)가있으나베르누이시행간상관관계가양인경우에한해 (π, γ)에대한추정량
의 MSE를기준으로평가하였다. 이연구에서는모의실험을통해일반화이항모형들의비교대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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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IC (n = 5의경우)

π = 0.2 π = 0.5 π = 0.9
γ 모형 AIC γ 모형 AIC γ 모형 AIC

CB 221.481 CB 258.311 CB 191.705
BB 394.722 BB 282.093 BB 516.546

−0.1 EBB 223.711 −0.1 EBB 257.825 0.1 EBB 191.238
MDB 228.968 MDB 278.043 MDB 193.746
MPB 216.461 MPB 256.894 MPB 193.894
CB 268.206 CB 335.748 CB 202.233
BB 434.416 BB 339.422 BB 559.715

0.1 EBB 267.939 0.1 EBB 335.620 0.5 EBB 174.583
MDB 270.490 MDB 336.197 MDB 179.596
MPB 270.188 MPB 335.605 MPB 224.370
CB 281.472 CB 378.029 CB 194.420
BB 514.492 BB 459.454 BB 601.355

0.5 EBB 255.024 0.5 EBB 349.774 0.9 EBB 110.241
MDB 259.539 MDB 349.945 MDB 112.700
MPB 303.459 MPB 350.176 MPB 198.335
CB 276.018 CB 377.772
BB 582.368 BB 571.312

0.9 EBB 172.746 0.9 EBB 242.821
MDB 177.216 MDB 248.020
MPB 269.803 MPB 244.681

을넓히고,모형의적합도를평가하는잣대를다양화하였다. 여기서베르누이시행들간의상관관계는
모두동일한것으로상정하고,모수 (π, γ)의MLE (π̂, γ̂)를평가대상으로하였다.

3.1. 모의실험

양/음의급내상관계수를가지는 n개이항자료 B j, j = 1, . . . , n는 rmvbin루틴 (Emrich와 Piedmonte,
1991)을통해생성하였다. 모형 MDB에서는 ψ1 = ψ2 = · · · = ψn−1을가정하였다. 모의실험에서 n =
3, 5, 7을고려하고,각 n의크기 100개로구성된모의실험자료로부터 π와 γ에대한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하고,이과정은총 100회반복되었다. 여기서는 n = 5에대한결과만을제공하나다른경우에대해
서도유사한정리를할수있어제외하였다.

3.2. 모형적합도평가

3.2.1. 포괄적적합지수

(1) χ2/d f : 그림 1참조

① (π, γ)의크기및부호에무관하게 EBB가전반적으로좋은적합을보인다. 특히 γ > 0의영역에
서는 BB나 MDB도 EBB와대등한수준의적합도를가지고있으며, π가양극단이아닌한 γ의

크기와관계없이좋은적합도를나타냈다.

② γ < 0의 경우 BB와 MDB는 모두 상당히 열등한 상황을(π가 매우 크지 않는 한), 이에 대해
CB와 MPB는 EBB와동등한수준의적합도를보인다. 그림 1에서 BB가 MDB에비해부적합
의정도가훨씬낮게나타나는것이 BB가 γ의부호에대해가지는제약성에비춰흥미롭기는

하나,이연구에서고려한 MDB는모든 ψi를같게택하여모형을제약한것이가능한원인으로

생각될수있다 (Mo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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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E(π̂), π = 0.2 (b) MSE(π̂), π = 0.5

(c) MSE(π̂), π = 0.9 (d) Bias(π̂), π = 0.2

(e) Bias(π̂), π = 0.5 (f) Bias(π̂), π = 0.9

그림 2: 모형별 π̂의 MSE와 Bias: 수평축 γ (n = 5의경우)

③ CB는 π의모든영역에서, 특히 γ가증가함에따라, 그리고 π가 0.5로부터이탈함에따라부적
합의정도가심화되었고,이와유사하게MPB도 π의양단에서낮은적합도를보였다.

(2) AIC: 표 2는 EBB가대체적으로여기에서고려한전체모수공간에걸쳐가장낮은 AIC를가지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γ < 0의경우 CB와 MPB가 EBB에못지않은대안모형이될수있음
을보이고있다. 그러나 γ > 0일때 MDB와 MPB가 EBB와유사한수준의 AIC를가질경우도있
지만 π혹은 γ가커짐에따라 MPB의적합도는악화됨을관찰할수있다. 한편 BB는전모수영역
에걸쳐다른모형에비해뚜렷이큰 AIC를가지고있다.

3.2.2. 세부적적합지수

(1) π̂에대한평가: 그림 2참조

Bias(π̂)는크기에서작은양이기는하나 MPB에서보이는일관된편이를제외하고모형구분없이
불편성이대체로유지되고있는한편 MSE(π̂)는모형별다소의차이를보이고있다 (Moon, 2003).
모형별MSE(π̂)를중심으로비교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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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BB는전반적으로낮은 MSE를가지고있으며, MDB또한 γ > 0일경우그의 MSE는 EBB와
유사한수준이다.

② γ < 0일경우 MPB는 π의양단에서, 그리고 MDB 또한작은 π에서큰 MSE를가진다. 특히
MPB가 π = 0.5를전후로가지는편이를고려할때 π의추정에관한한 MPB는적절한모형으
로간주하기어렵다.

③ BB와 CB에서는 (π, γ)에따라 MSE의굴곡을보이며, 특히 BB의경우 π가작고, γ가매우클
때상승정도가매우급격함을보여주의를요한다.

(2) γ̂에대한평가: 그림 3참조

π̂와는 달리 γ̂는 세부적합도에서 모형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Moon, 2003), γ̂에 대한
MSE와 Bias의전체적모습은 π = 0.5를중심으로대칭적인경향이돋보인다 (Kupper와 Haseman,
1978).

① EBB는 γ < 0일때 γ를약간과대추정하는경향이있으나상대적으로그정도가매우낮은편이
고,모수의고려한전영역에걸쳐MSE의측면에서가장우수하다.

② MDB는 γ > 0의경우 EBB와대등한적합도를가지지만 γ < 0에서는 MSE가매우커지고, 약
간의편이가관찰된다.

③ 강한급내상관의경우 BB의 MSE는증가하고, Bias는음의방향으로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 π와 γ가동시에높을경우 BB의이용은제한된다.

④ MPB와 CB의 MSE와 Bias는상대적으로매우크며, π에관계없이 γ가커짐에따라 MSE는증
가하고,과소추정의정도는커지고있다.

4. 결론

이항변수들간급내상관이존재하는자료에다섯개의일반화이항모형을적합시켜그성능을모
의실험을통해살펴보았다. 모형별포괄적적합도의상황이개별모수에대한추정량의질적수준과
상호일치하지않는상황도있었다. 그러나거의모든성공확률과급내상관계수에걸쳐포괄적, 세부
적모형적합의측면에서대체적으로우수한모형은 EBB로나타났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음
의급내상관이있는경우 CB와 MPB도 EBB의대안으로고려할수있을정도의양호한적합도를보
였다. 한편비교적낮은수준의양의급내상관인경우 BB가 EBB보다상대적으로우수할경우도있었
으며,비교적높은양의급내상관에서는 MDB도무난한모형이었다. 다만그양호함의정도가월등히
크지않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 EBB가가장우수한적합도를가진다고할수있다. 특히 BB와
MDB는음의급내상관이있는경우사용이크게제한적이었으며, CB와 MPB는모두양의급내상관이
있는경우 γ가증가함에따라적합도가급속하게악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정모형이가지
는 γ의허용범위가상대적으로덜제약적이어서자료의더광범한속성을포괄할수있는모형이라해
도그에대한적합도에서다양한결과는물론적합우수성은보장되지않다는점은흥미로웠다. 이연
구에서시행한모의실험은각베르누이변인간성공확률과급내상관의정도를동일한것으로가정하
고있어,여기에서요약한내용은이런제약하에서의일반화이항모형에대한평가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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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E(γ̂), π = 0.2 (b) MSE(γ̂), π = 0.4

(c) MSE(γ̂), π = 0.5 (d) MSE(γ̂), π = 0.7

(e) MSE(γ̂), π = 0.9 (f) Bias(γ̂), π = 0.2

(g) Bias(γ̂), π = 0.4 (h) Bias(γ̂), π = 0.5

(i) Bias(γ̂), π = 0.7 (j) Bias(γ̂), π = 0.9

그림 3: 모형별 γ̂의 MSE와 Bias: 수평축 γ (n = 5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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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ies on generalized binomial models (Moon, 2003; Ng, 1989; Paul, 1985; Kupper and Hase-

man, 1978; Griffiths, 1973) are restrictive in that the models compared are rather limited and MSE of the estimates
is the only measure considered for the model adequacy. This paper is aimed to report simulation results which
provide possible guidelines for selecting a proper model. We examine Pearson type of goodness-of-fit statistic to
its degrees of freedom and AIC for the overall model quality. MSE and Bias of the individual estimates are also
considered as the component fit measures. Performance of some models varies widely for a certain range of the
parameter space while most of the models are quite competent. Our evaluation shows that the Extended Beta-
Binomial model (Prentice, 1986) turns out to be particularly favorable in the point that it provides consistently
excellent fit almost all over the values of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probability of success.

Keywords: Correlated binomial data, generalized binomial models, goodness-of-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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