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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다차원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 범주형 자료가 결측치나 무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추정과 모형의 선택 문제

를 다루었다.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non-ignorable non-response)체계하에서 최대우도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방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변수 조합을 찾는 모형 선택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베이지안 접근하에

서 모형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베이즈 인자 (Bayes factor)를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이용

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2004년 실시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행된 여론조사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체계하에서 설명변수로

투표참여여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주요용어: 모형선택, 무응답, 베이즈 인자, 선거, 마코프체인 몬테카를로.

1. 서론

2012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루게 된다. 이들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끝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집전화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조사와 더불어 임의전화걸기방식 (RDD; Random Digit Dialing)방법이 도입되어 전

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까지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화조사 방법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게 될 때는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질문 뿐 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한 여러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 추가적인 문항을 이용함으로써 세대간,

지역간 혹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후보의 지지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 뿐 만 아니라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방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은 인구통계적 측면에 따른 지지층의 분석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자 또는 미결정자의 지지후보 예측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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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모형을

이용하여 무응답이나 응답거부자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선거예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전화여론조사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은 단순히 지지후보에 대한 문제 뿐 만 아니라 추가적

인 다양한 정보들이 취합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전화조사라는 특성상 범주형자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들은 대부분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다.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개의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2차원 분할표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고 카이제곱 검정이나

우도비 검정등을 통하여 두 범주형 변수간의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표를 구성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카이제곱 검정이나 우도비 검정은 한계를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로

그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차 이상의 고차원 분할표로 정리된

자료에 추가적으로 무응답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분할표의 차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예를들어 2차원형태로정리된분할표에자료에대하여분할표를구성하는두변수에모두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면 무응답에 의해 처리된 이후 확장된 분할표는 4차원 분할표의 형태가 된다 (Choi 등,

2009).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차원 분할표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는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무응답을 가

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선거여론조사와 같이 분할표를 구성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지지후보를 반응변수로 하고 함께 조사되어 분할표에 정리된 다른 변수들은 설

명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지후보를 나타내는 반응변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무응답이나응답거부를결측치로고려하여이에대한적절한대체문제를고려하고자한다.또한

궁극적으로 가장 적절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예측모형을 구현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기로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 범주형 자료가 결측치나 무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모형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은 그 발생체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Little과 Rubin (2002)의 구분에 따라 무응답은 완전임의결측 (MCAR;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임의결측 (MAR; missing at random), 비임의결측 (MNAR; missing not at random)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완전임의결측은 무응답의 발생여부가 무응답을 발생한 변수나 혹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 임의결측은

무응답의 발생 여부가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이다. 마지막 비

임의결측은 무응답의 발생여부가 무응답이 발생한 변수 자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로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non-ignorable non-response)라 부른다. 관찰된 자료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무응답이 이 세가지의 무응답 체계 가운데 어떠한 것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다. 특히 선거와 같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무응답이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Chen과 Stasny, 2003; Rubin 등, 1995). 즉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열세에 놓여 있는 후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이라 할 수 있다.

무응답을포함하는범주형자료의분석은일반적으로 EM알고리즘 (Dempster등, 1977)을이용한

추정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Baker와 Laird (1988)과 Baker 등 (1992)는 로그선형모형에서 모수의

최대우도추정치를구하고자 EM알고리즘을이용한추정방법을제안하였다.그러나무시할수없는

무응답체계가정하에서최대우도추정치를구하게되면변방값 (boundary solution)문제가발생하게

된다. 변방값 문제란 분할표상에서 추정된 무응답 빈도에 대한 확률이 특정 칸에서 0의 값을 가지는

현상을말한다 (Choi등, 2007).변방값문제가발생하게되면최대우도추정치가유일한해를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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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고 그 결과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Park과 Brown, 1994). 그리고 자유도가 0인 포화모형이라

하더라도 우도비 통계량 값이나 카이제곱 통계량 값이 0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응답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방값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Park과 Brown (1994), Park (1998), Choi 등 (2009), Park과 Choi (2010) 등은 로

그선형모형에서 랜덤성분에 다항분포를 가정하고 각 칸의 기대확률에 사전분포를 할당하는 경험적

베이지안 방법을 제안하였다. 랜덤성분으로 다항분포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사전분포로는 기대확률

에 켤레분포 관계에 있는 디리클레 (Dirichlet) 분포를 이용하였다. Choi (2007)과 Choi 등 (2008)은

유사한 무응답 추정문제를 다른 측면의 자료에 적용하였다. Choi (2007)은 무응답 추정 문제를 금융

권 데이터에 적용하여 은행고객의 세분화 문제에 적용하였으며 Choi 등 (2008)은 교체표본조사에서

교체그룹의 편향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을 대체하는데 적용하였다. 이

들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들은 사전분포의 초모를 할당하는데 있어서 관찰된 자료에 의존하게하는

경험적인 베이지안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범주형 자료의 모형 추정에서 계층적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는 방

법들도 제안되어 왔다. Cargnoni 등 (1997)은 범주형 자료를 반응변수로 하는 포아송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에사전분포를할당하는방법을제안하였고또한 Green과 Park (2003)도분할표자료에대한

로그선형모형에서 체계적 성분의 모수에 사전분포를 할당하는 계층적 베이지안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때두방법간의차이는반응변수인관찰빈도의로그기대값과체계적성분을연결시키는데있어서

전자는 연결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연결하였고 후자는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잠재변수에 사전분포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연결하였다.

무응답 혹은 결측을 가지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 Hong과 Jung (2011a)과 Hong

과 Jung (2011b)는 이항반응 자료에 대하여 이 때 발생하는 결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모형 (Hong과 Jung, 2011a)와 이변량 프로빗 모형 (Hong과 Jung, 2011b)를 이용하였다.

또한 Chun 등 (2007)은 설문지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크기

순으로 재배열한 후 평균 대체와 중위수 대체등의 방법을 통하여 무응답을 처리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Chung과 Han (2009)는 판별분석 모형에서 결측치가 블록의 형태로 발생할 때 븟스트랩

(bootstrap)방법을 이용하여 오차율에 대한 추정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과 Park (2003)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무응답을 포함하는

범주형자료에대하여무응답의대체와모수의추정을함께수행하는계층적베이지안모형을이용한

모형의 추정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조건부 사후분포로부터 모수를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표본추출방법을이용하여모수에대한추정치를구하고자하였다.여기

서우리는두가지추가적인사항을고려하였다.첫번째는무시할수없는무응답가정하에서발생할

수 있는 변방값 문제의 발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전분포를 할당하는 베이지안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수있다.두번째로고려하고자하는문제는적절한모형의선택이다.본연구에서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사전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반응변수인 후보

지지도 뿐 만 아니라 추가적인 변수들이 함께 조사되었다. 고려된 모든 변수를 이용하여 분할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빈도가 0인 범주가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 근사적 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형 단순화의 측면에서

적절한 변수의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우도함수에 근거한 고전적 선형모형하에서 행해지는 모형 선택의 방법에는 몇가지 문제가 따르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차원의 분할표가 구성되며 이에 따라 빈도가

0인 범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대표본에 근거한 추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무응답

대체에 따른 변방값 문제의 발생이다. 변방값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형의 추정이 불안정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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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모형임에도 우도비 통계량이 0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하에서 모형 선택을 위한

방법으로베이즈인자 (Bayes factor)를이용한모형선택방법을이용하였다.베이즈인자를이용하여

모형선택을수행하게되면기본적으로베이지안접근방법으로모수에대한추정을수행하기때문에

변방값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계층적구조에놓여있지않은모형들간에도모형의비교를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ass와 Raftery, 1995). Kass와 Raftery (1995)는 베이즈 인자에 대한 자세한

정의 뿐만 아니라 관찰 데이터에 대한 주변 분포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층

적 베이지안 모형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변 분포를 추정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분포의 계산을 위하여 Chib (1995)와 Chib과 Jeliazkov (2001)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이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층적 베

이지안 모형에 대한 모형 추정방법과 모형 선택을 위한 베이즈 인자의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3

절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를 이용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결론으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계층적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모형 추정 방법

2.1.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관찰된모든자료가범주형인자료를고려하여보자.다차원분할표를구성하는변수가운데하나를

Y라 하고 Y는 J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Y = j, j = 1, . . . , J가 된다. 그리고 이 변수만이

무응답 혹은 결측치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이 변수의 결측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를 R

이라 한다. 즉 R = l, l = 1, 2가 되며 결측이 발생하지 않으면 l = 1이 되고 결측이 발생한 경

우 l = 2가 된다. 이제 다차원 분할표를 구성하는 나머지 변수들은 총 p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이

를 X={X1, X2, . . . , Xp} 로 나타내며 각 X들도 모두 범주형 변수이고 각 변수들의 범주들은 첨자

{i1, i2, . . . , ip}로 구분되며 {I1, I2, . . . , Ip}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 X들에 대해서는 결측이나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변수 X들은 비록 p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변수들의

모든 조합을 고려하여 총 I = I1 × I2 × · · · Ip 개의 범주를 고려하면 하나의 차원의 변수로 변형할
수 있으며 결국 Y와 X간의 2차원 분할표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 = 2이고 J = 2인 분할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2.1과 같다.

Table 2.1 Two-way contingency table with marginal sum

R = 1
R = 2

Y = 1 Y = 2

X = 1 y111 y121 y1+2

X = 2 y211 y221 y2+2

여기서 yijl, i = 1, 2, . . . , I, j = 1, 2, . . . , J , l = 1, 2는 관찰된 칸 기대빈도를 나타내고 이 관찰된

빈도에 대하여 다항분포를 가정하면 우도함수는 다음의 식에 비례한다.

L ∝
∏
i

∏
j

π
yij1
ij|1

∏
i

π
yi+2

i+|2 . (2.1)

여기서 πij|1 = Pr(X = i, Y = j|R = 1), πi+|2 = Pr(X = i|R = 2)이고 N1 =
∑

i

∑
j yij1,

N2 =
∑

i yi+2, N = N1 + N2으로 고정된 값으로 고려한다. 이제 각 다차원 분할표의 각 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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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빈도를 µij1 = N1 × πij|1, µij2 = N2 × πij|2라 하고 이 기대빈도에 대한 로그선형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µ = Zβ. (2.2)

여기서 Z는 계획행렬로 일반적인 실험계획법에서 계획행렬를 정의 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서 그 합이 0이 되도록 지정하였다. β는 로그선형모형의 체계적 성분에

대한 모수 벡터가 된다. 만약 체계적 성분에 반응변수 Y와 결측지시변수 R 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되면 무응답 체계는 비임의결측 (NMAR), 즉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이 되고 설명변수 X들과

결측지시변수 R간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포함되면 무응답 체계는 임의결측 (MAR)이 된다. 만약 X

들이나 Y와 R간의어떠한상호작용효과도모형이포함되어있지않으면이때무응답체계는완전임

의결측 (MCAR)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체계적 성분의 정의에 따라서 무응답 체계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형태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식 (2.1)과 (2.2)에 의하여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L ∝
∏
i

∏
j

(
exp(z′

ij1β)∑
i

∑
j exp(z

′
ij1β)

)yij1 ∏
i

( ∑
j exp(z

′
ij2β)∑

i

∑
j exp(z

′
ij2β)

)yi+2

. (2.3)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위하여 모수인 β의 사전분포를 고려하기 이전에 보다 안

정적으로 모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Green과 Park (2003) 그리고 Chib (1995)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잠재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Gelfand와 Smith (1990)은

이와 같은 기법을 Rao-Blackwellization이라 칭하였다. 분할표의 각 칸 기대빈도를 µijl이라 할 때

기대빈도에 로그를 취한 값을 ηijl = log µijl이라 하고 이 잠재변수 ηijl에 대한 사전분포는 Green과

Park (2003) 그리고 Chib (1995)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로 고려한다.

ηijl|β, σ2
l ∼ N

(
z′
ijlβ, σ

2
l

)
(2.4)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위하여 모수인 β에 다음과 같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사전분포로 고려한다.

β ∝ Nq(B0,Ψβ). (2.5)

여기서 q는모수의수를나타낸다. ηijl에대한분포를정규분포로할당함으로써추가적인모수 σ2
1 , σ

2
2

가 발생한다. 이에 이 두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로서 공액관계에 있는 역감마 (inverse gamma)분포를

사전분포로 할당한다.

σ2
1 ∼ InverseGamma(a1/2, a1b1/2),

σ2
2 ∼ InverseGamma(a2/2, a2b2/2). (2.6)

이제 yij2를 관찰되지 않은 무응답 빈도를 나타낸다고 하자. 따라서 로그선형모형 (2.5)로 부터 모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은 빈도 yij2에 대한 적절한 대체가 수행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베이지안 체계하에서는 이 관찰되지 않은 빈도 yij2도 모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전분포를

고려한 후 사후분포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전분포로는 상수에 비례하는 무정보적 (noninformative)

사전분포를 할당하고 관찰빈도에 대하여 다항분포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사후분포로 다음과 같은

다항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 (Green과 Park, 2003).

yij2|β, yi+2 ∼ Multi
(
yi+2, πij|2

)
. (2.7)

여기서 πij|2 =
πij2

πi+2
=

exp(z′
ij2β)∑

j exp(z
′
ij2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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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CMC 과정을 통한 모수 추출

이제 조건부 사후분포로부터 모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추출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초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무응답 빈도에 대한 초기치는 식 (2.7)으로부터 무응

답 빈도에 대한 기대확률을 관찰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y112의 경우 y∗
112 =

y1+2 × (y111/y1+1)을 계산하여 초기치로 할당하였다. 다음으로 β에 대한 초기치를 지정한다. 먼저

실제 관찰치 {yij1}과 결측에 대한 대체값 초기치 {y∗
ij2}를 모두 이용하여 일반적인 로그선형모형에

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Agresti, 2002, p.146)인 반복 재가중 최소제곱 (iterative reweighted

least 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모수에 최대우도 추정치를 구하여 이를 초기치로 이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σ2
l . l = 1, 2의 초기치는 {yij1}, {y∗

ij2}, 그리고 β의 초기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각

모수에 대한 조건부 사후분포를 알아보자.

먼저 yij2의 경우 다항분포 (2.7)으로부터 추출한다. 다음으로 β의 조건부 사후분포는 사전분포

(2.5)와 (2.4)를 이용하여 다음의 다변량 정규본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

β ∝ MVNq

(
V (ZTΣ−1η +Ψ−1

β B),V

)
. (2.8)

여기서 V = (ZTΣ−1Z +Ψ−1
β )−1로 주어지며 Σ = diag(σ2

1 × II×J , σ
2
2 × II×J)이다. 이 때 diag(∗)는

∗를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 행렬을 나타내며 II×J는 크기가 I × J인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σ2
1 , σ

2
2에 대한 조건부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은 역감마 분포를 가진다.

σ2
1 ∼ InverseGamma

(
I×J+a1

2
, a1b1+(η1−Z1β)T (η1−Z1β)

2

)
,

σ2
2 ∼ InverseGamma

(
I×J+a2

2
, a2b2+(η2−Z2β)T (η2−Z2β)

2

)
. (2.9)

여기서 η1과 Z1는 관찰된 빈도에 대한 잠재변수와 계획행렬이고 η2과 Z2는 무응답 대체에 의해

생성된 의사관찰빈도에 대한 잠재변수와 계획행렬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ηijl에 대한 조건부 사후분포를 알아보자. {ηijl}에 대한 분포만을 고려한다면 다항분포
로부터의 표본추출은 포아송분포로부터의 표본추출과 동일하므로 (Agresti, 2002, p.340; Green과

Park, 2003), 조건부 사후분포는 다음의 식에 비례한다.

ηijl ∝ exp

(
yijlηijl − exp(ηijl)−

(ηijl − z
′
ijlβ)

2

2σ2
l

)
(2.10)

그러나 ηijl에 대한 조건부 사후분포 (2.10)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분포가 아니므로 메트로폴

리스-해스팅스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ηijl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2.1 ηijl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a) 다음의 제안분포 (proposal distribution)로부터 ηm
ijl를 추출한다.

J(ηm
ijl|ηm−1

ijl ) = f(ηm
ijl|η̂ijl, c2Vη, νη). (2.11)

여기서 f 는 자유도가 νη, 위치모수가 η̂ijl, 그리고 척도모수가 Vη인 비중심 t 분포를 나타

낸다. 비중심 t분포를 제안분포로 고려함으로써 메트로폴리스-해스팅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고려하는데 c2 뿐만아니라 자유도인 νη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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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식으로부터 비 α(ηm−1
ijl , ηm

ijl)를 계산한다.

α(ηm−1
ijl , ηm

ijl) =
p[ηm

ijl|{yijl},β, σ2
l ]/f(η

m
ijl|η̂ijl, c2Vη, νη)

p[ηm−1
ijl |{yijl},β, σ2

l ]/f(η
m−1
ijl |η̂ijl, c2Vη, νη)

여기서 p[ηm
ijl|{yijl},β, σ2

l ] 은 식 (2.10)이 된다.

(c) 다음과 같은 확률을 가지고 새로운 ηm
ijl를 결정한다.

ηm
ijl =

ηm
ijl min(α,1) ≥ uniform(0,1) 일 때

ηm−1
ijl min(α,1) < uniform(0,1) 일 때

2.3. 베이즈 인자의 계산과정

2.1절과 2.2절에서 제시된 조건부 사후분포로부터 각 모수들을 반복적으로 추출한 후 사후평균을

계산하여 모수들에 대한 최종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로그선형모형 (2.2)의 지정에

따라 다양한 후보모형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여러 후보모형 가운데 베이지인자를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두 후보 모형 M1과 M2에 대한 베이스 인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yijl}|M2)

p({yijl}|M1)
=

∫
p(θ2|M2)p({yijl}|θ2,M2)dθ2∫
p(θ1|M1)p({yijl}|θ1,M1)dθ1

.

여기서 θ1과 θ2는 각 모형하에서의 전체 모수벡터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베이즈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모형하에서 주변우도 함수인 p({yijl}|M2) 와 p({yijl}|M1)을 계산하여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Chib (1995)와 Chib과 Jeliazkov (2001)에 의해 제안된 MCMC 표본추출 결과를 이용한

주변 우도함수 계산 방법을 응용하여 이용하였다. 먼저 적절하게 선택된 모수의 추정치 θ∗에 대하여

관찰된 전체 데이터 y = {{yij1}, {yi+2}}에 대한 주변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y) =
L(y|θ∗)π(θ∗)

π(θ∗|y) .

그리고 로그변환된 주변 우도함수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log p̂(y) = logL(y|θ∗) + log π(θ∗)− log π̂(θ∗|y).

이 함수를 2.1절과 2.2절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모수에 대한

사후추정치 θ∗는 MCMC 표본추출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사후평균을 계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함수 logL(y|θ∗)은 식 (2.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ogL(y|θ∗) = log
∑
i

∑
j

yij1 log

(
exp(z′

ij1β
∗)∑

i

∑
j exp(z

′
ij1β

∗)

)
+

∑
i

yi+2 log

( ∑
j exp(z

′
ij2β

∗)∑
i

∑
j exp(z

′
ij2β

∗)

)
.

식 log π(θ∗)에대한계산은식(2.5)와 (2.6)의분포함수에 β∗와 σ2∗
1 와 σ2∗

2 에대체하여계산할수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log π̂(θ∗|y)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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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절과 2.2절에서제시된방법에따라고려되는모형하에서모수벡터는 θ∗={{y∗
ij2},β∗, σ2∗

1 , σ2∗
2 }

이고 π̂(θ∗|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π̂({y∗
ij2},β∗, σ2∗

1 , σ2∗
2 |y) = log π̂({y∗

ij2}|y) + log π̂(β∗|{y∗
ij2},y)

+ log π̂(σ2∗
1 |{y∗

ij2},β∗,y) + log π̂(σ2∗
2 |{y∗

ij2},β∗,y) (2.12)

이제 식 (2.12)의 우변의 각 항들의 계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로 π̂({y∗
ij2}|y)의 계산방법

을 알아보자. 3.1절과 3.2.절에서 설명한 MCMC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많은 수를 표본을 얻었을 때

이 가운데 마지막 G개를 추출하여 다음의 식을 계산한다.

π̂({y∗
ij2}|y) =

1

G

G∑
g=1

I∏
i=1

yi+2!∏
j y

∗
ij2!

(
exp(z′

i12β
(g))∑

j exp(z
′
ij2β

(g))

)y∗
i12

· · ·
(

exp(z′
iJ2β

(g))∑
j exp(z

′
ij2β

(g))

)y∗
iJ2

두 번째로 π̂(β∗|{y∗
ij2},y)를 계산하기 위하여 {y∗

ij2}가 주어진 상태 하에서 식 (2.8), (2.9)과 알고

리즘 2.1을 G번 반복수행 하여 σ
2(g)
1 , σ

2(g)
2 , {η(g)

ijl } 표본을 G개 추출한다.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사후분포함수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π̂(β∗|{y∗
ij2},y) =

1

G

G∑
g=1

MVNq

(
V (g)(ZTΣ−1(g)η(g) +Ψ−1

β B),V (g)

)
.

여기서 V (g) = (ZTΣ−1(g)Z +Ψ−1
β )−1로 주어지며 Σ(g) = diag(σ

2(g)
1 × II×J , σ

2(g)
2 × II×J)이다.

마지막으로 log π̂(σ2∗
1 |{y∗

ij2},β∗,y)과 log π̂(σ2∗
2 |{y∗

ij2},β∗,y)를계산한다. {y∗
ij2}와 β∗가주어진상

태하에서 식 (2.9)과 알고리즘 2.1을 G번 반복수행 하여 {ηijl} 표본을 G개 추출한다.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사후분포함수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π̂(σ2∗
1 |{y∗

ij2},β∗,y) = 1
G

∑G
g=1 InverseGamma

(
I×J+a1

2
,
a1b1+(η

(g)
1 −Z1β

∗)T (η
(g)
1 −Z1β

∗)
2

)
,

π̂(σ2∗
2 |{y∗

ij2},β∗,y) = 1
G

∑G
g=1 InverseGamma

(
I×J+a2

2
,
a2b2+(η

(g)
2 −Z2β

∗)T (η
(g)
2 −Z2β

∗)
2

)
.

3. 자료분석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서울시 광진구갑 선

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917명에 대하여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

였다.이가운데 4개의변수를이용하여자료를정리하였다.먼저변수 Y는반응변수로서지지후보를

나타낸다. 1=‘한나라당 홍희곤 - Hong (Han)’, 2=‘열린우리당 김영춘 - Kim (Yeol)’, 3=‘기타 - Etc.’

를 나타낸다. X1은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로 1=‘20 대’, 2=‘30대’, 3=‘40대’, 4=‘50대 이상’을 나타낸

다. X2는교육정도를나타내는변수로 1=‘중졸이하’, 2=‘고졸’, 3=‘대졸이상’을나타낸다.마지막 X3

은 투표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변수로 1=‘참여하겠다’, 2=‘참여하지 않겠다’를 나타낸다. 각 변수들

가운데 오직 반응변수 Y만이 무응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3.1은 관찰된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총 917명의 응답자 가운데 60명이 지지후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 무응답률은 6.5%이다. 응답자 가운데 43.5%는 한나라당 홍희곤 후보를 지지

한다 응답하였고, 48.7%는 열린우리당 김영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8%는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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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e-election survey results for 2004 Korean Assembly of KJK district

X1 X2 X3
Y

Hong (Han) Kim (Yeol) Etc. Non-response

1 1 1 0 1 0 0

1 1 2 0 0 0 0

1 2 1 3 6 1 1

1 2 2 1 3 1 0

1 3 1 20 47 4 5

1 3 2 7 5 2 2

2 1 1 1 1 1 2

2 1 2 2 4 0 0

2 2 1 17 47 4 9

2 2 2 3 10 0 4

2 3 1 20 84 8 8

2 3 2 2 8 0 4

3 1 1 8 15 2 1

3 1 2 1 2 1 1

3 2 1 40 61 12 4

3 2 2 8 1 2 4

3 3 1 44 37 6 2

3 3 2 5 3 0 4

4 1 1 78 28 12 2

4 1 2 5 2 1 1

4 2 1 65 33 8 3

4 2 2 3 0 0 0

4 3 1 38 17 2 2

4 3 2 2 2 0 1

이제 Table 3.1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로그선형모형을 고려하여보자. 이 표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총 정보의 수는 4 × 3 × 2 × 4 − 1 = 95가 되고 무응답 지시변수 R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형 즉 완전임의결측모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추정하여야 할 모수는

모두 72개이다. β에대한조건부사후분포로부터표본추출을수행하는경우 72-변량정규분포로부터

표본 추출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모형의 복잡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Table 3.1의 자료를 두

개의 독립변수만을 고려하는 표로 분할하였다. 즉 X1X2Y , X1X3Y , X2X3Y의 변수만을 고려하는

3개의 분할표로 자료를 재 정리한 후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한 모형 추정및 모형 선택을 수행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모형은 총 31개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A|B는 변수 A와 B간의

주효과와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X1|X3|Y, X1|Y |R)

모형과 (X2|X3|Y, X2|Y |R)모형도 이용하였으나 우도함수의 자유도가 음수인 관계로 비교에서는

제외 하였다.

(1) X1X2Y 분할표

M1−1: X1|X2|Y, X1|Y |R
M1−2: X1|X2|Y, X2|Y |R
M1−3: X1|X2|Y, X1|X2|R
M1−4: X1|X2|Y, X1|R, X2|R, Y |R
M1−5: X1|X2|Y, X1|R, Y |R
M1−6: X1|X2|Y, X2|R, Y |R
M1−7: X1|X2|Y, Y |R
M1−8: X1|X2|Y, X1|R, X2|R
M1−9: X1|X2|Y, X1|R
M1−10: X1|X2|Y, X2|R
M1−11: X1|X2|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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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1X3Y 분할표

M2−2: X1|X3|Y, X3|Y |R
M2−3: X1|X3|Y, X1|X3|R

M2−4: X1|X3|Y, X1|R, X3|R, Y |R

M2−5: X1|X3|Y, X1|R, Y |R

M2−6: X1|X3|Y, X3|R, Y |R

M2−7: X1|X3|Y, Y |R

M2−8: X1|X3|Y, X1|R, X3|R

M2−9: X1|X3|Y, X1|R

M2−10: X1|X3|Y, X3|R

M2−11: X1|X3|Y, R

(3) X2X3Y 분할표

M3−2: X2|X3|Y, X3|Y |R
M3−3: X2|X3|Y, X2|X3|R

M3−4: X2|X3|Y, X2|R, X3|R, Y |R

M3−5: X2|X3|Y X, 2|R, Y |R

M3−6: X2|X3|Y, X3|R, Y |R

M3−7: X2|X3|Y, Y |R

M3−8: X2|X3|Y, X2|R, X3|R

M3−9: X2|X3|Y, X2|R

M3−10: X2|X3|Y, X3|R

M3−11: X2|X3|Y, R

고려대상인전체모형에서대하여 2.1절과 2.2절에서제안한방법에의하여조건부사후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다시 2.3절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베이즈 인자를 구하기 위하여 주변 우도함수

를 계산하였다. 사전분포에 대한 초모수 (hyper parameter)를 할당하기 위하여 먼저 식 (2.5)의 β의

사전분포에대한분산-공분산행렬에비정보적사전분포를할당하기위하여 Ψβ = I×106을할당하였

다. σ2
1와 σ2

2의 사전분포 (2.6)의 할당을 위하여 모형에 따라 다른 초모수를 할당하였다. 모형 구분에

상관없이 a1과 a2에는 10을 할당하였다. 모형 M1−1부터 모형 M1−11, 모형 M2−1부터 모형 M2−11,

모형 M3−1부터 모형 M3−11에 대하여 b1은 각각 1.67, 1.70, 1.80을 할당하였으며 b2에 대해서는 3.3,

3.4, 3.6을 할당하였다. 이는 Green과 Park (200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관찰된 자료의 산술평균과

표본분산을계산하여이에비례하도록하였다.그리고무응답빈도에할당된사전분포의척도모수가

응답빈도에할당된척도모수보다큰값을가지도록할당하였다.다음으로잠재변수 {ηijl}추출을위
한 알고리즘, 즉 알고리즘 2.1에 대한 설정은 다음과 같다. 식(2.11)의 척도모수와 위치모수는 Green

과 Park (200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ˆηijl = Vn

(
zTijlβ

σ2
l

+
log(yijl)

y−1
ij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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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

(
1

σ2
l

+
1

y−1
ijl

)−1

.

계속해서비중심 t분포의자유도는 15로할당하였고상수 c는경우에따라 1.7에서 2.8을할당하였다.

이는 Gelman 등 (2004)의 제안에 따라 알고리즘 2.1의 (c)에서의 채택확률이 0.44가 되도록 조절하

였다. MCMC 표본추출은 먼저 40,000번을 초기치로 수행하여 버린 후 다시 40,000번을 추출하여 각

모수에 대한 사후분포의 표본을 구축하였다. 이 40,000번의 표본으로 부터 계산된 사후분포의 표본

평균을 계산하여 이를 각 모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치로 고려하였다. 이 계산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베이즈 인자 계산을 위한 표본추출을 위하여 2.3절에 설명된 각 단계별로 다시 총 G = 40, 000의 표

본을 추출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계산된 주변 우도함수의 로그 값은 다음 Table

3.2와 같다.
Table 3.2 log p̂(y|M) for model selection

Model DF log p̂(y|M)

M1−1: X1|X2|Y, X1|Y |R 0 -454.9

M1−2: X1|X2|Y, X2|Y |R 3 -449.1

M1−3: X1|X2|Y, X1|X2|R 0 -466.6

M1−4: X1|X2|Y, X1|R, X2|R, Y |R 4 -429.0

M1−5: X1|X2|Y, X1|R, Y |R 6 -412.3

M1−6: X1|X2|Y, X2|R, Y |R 7 -416.1

M1−7: X1|X2|Y, Y |R 9 -398.4

M1−8: X1|X2|Y, X1|R, X2|R 6 -425.3

M1−9: X1|X2|Y, X1|R 8 -405.6

M1−10: X1|X2|Y, X2|R 9 -410.5

M1−11: X1|X2|Y, R 11 -402.5

M2−2: X1|X3|Y, X3|Y |R 2 -316.3

M2−3: X1|X3|Y, X1|X3|R 0 -329.4

M2−4: X1|X3|Y, X1|R, X3|R, Y |R 1 -309.5

M2−5: X1|X3|Y, X1|R, Y |R 2 -325.7

M2−6: X1|X3|Y, X3|R, Y |R 4 -291.9

M2−7: X1|X3|Y, Y |R 5 -317.9

M2−8: X1|X3|Y, X1|R, X3|R 3 -303.9

M2−9: X1|X3|Y, X1|R 4 -318.6

M2−10: X1|X3|Y, X3|R 6 -296.8

M2−11: X1|X3|Y, R 7 -306.5

M3−2: X2|X3|Y, X3|Y |R 0 -229.4

M3−3: X2|X3|Y, X2|X3|R 0 -240.9

M3−4: X2|X3|Y, X2|R, X3|R, Y |R 0 -223.8

M3−5: X2|X3|Y X, X2|R, Y |R 1 -244.2

M3−6: X2|X3|Y, X3|R, Y |R 2 -216.5

M3−7: X2|X3|Y, Y |R 3 -228.0

M3−8: X2|X3|Y, X2|R, X3|R 2 -225.3

M3−9: X2|X3|Y, X2|R 3 -237.4

M3−10: X2|X3|Y, X3|R 4 -222.9

M3−11: X2|X3|Y, R 5 -219.4

Table 3.2의 결과를 살펴보자. 가장 큰 주변우도함수값을 가지는 모형은 (X2|X3|Y, X3|R, Y |R)

모형 (M3−6)이다. 유사하게 모형 M2−2에서 모형 M2−11사이에서도 가장 큰 주변우도함수값을 가

지는 모형은 (X1|X3|Y, X3|R, Y |R)모형 (M2−6)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변수 X3인 투표 참

여여부가 다른 두 변수 X1, X2, 즉 연령과 학력에 비하여 모형적합에 보다 적절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투표참여여부가 당선자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모형은 모두 반응변수 Y와 무응답 지시변수 R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고 무

응답체계는 무시할수 없는 무응답 모형이 된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이 두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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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Forecasting result of model X2|X3|Y, X3|R, Y |R (M3−6)

Respondents Non-response Non-respondents

X2 X3 Hong (Han) Kim (Yeol) Etc. Hong (Han) Kim (Yeol) Etc.

1 1 87.0 45.0 14.9 5.0 1.9 1.7 1.9

1 2 8.0 8.0 1.9 2.0 0.9 0.9 0.9

2 1 125.1 147.0 25.1 17.0 5.0 6.0 6.3

2 2 15.0 14.0 3.0 8.0 2.7 2.7 2.9

3 1 122.1 185.1 20.1 17.0 5.5 5.8 5.9

3 2 16.0 18.1 2.1 11.0 3.6 4.0 3.7

대응되는 모형은 (X2|X3|Y, X3|R)모형 (M3−10)과 (X1|X3|Y, X3|R)모형 (M2−10)이다. Congdon

(2002, p.471)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2(log p̂(y|M3−6) − log p̂(y|M3−10))=2(-216.5-(-222.9))=12.8이

고 2(log p̂(y|M2−6) − log p̂(y|M2−10))=2(-291.9-(-296.8))=9.8로 무시할수 없는 무응답 모형이 더

지지된다 할 수 있다.

Figure 3.1 The trace plots for β of model (X2|X3|Y, X3|R, 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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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선택된 (X2|X3|Y, X3|R, Y |R) 모형의 예측결과를 살펴보자. Table 3.3은 조건부 사

후분포로 추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모수의 사후분포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의 3∼5

열은 응답자들의 추정결과이고 7∼9열은 열 6로 주어진 무응답값을 대체한 결과이다.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이기 때문에 응답자와 무응답자들간의 응답패턴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주

에서 0값이 대체되는 변방값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기타 후보간 지지율은 42.7%, 47.7%, 9.6%로 예측되었다. 이에 반하여 실제

투표결과는 40.7%, 50.7%, 8.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된 모형 (X2|X3|Y, X3|R, Y |R)에 대하여 MCMC 과정에서 모형의 수

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예측식의 모수인 β들에 대한 시도표를 작성하였다. Figure 3.1은

(X2|X3|Y, X3|R, Y |R) 모형의 모수 β 가운데 절편항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시도표이다.

모든 경우에서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무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

형추정방법으로계층적베이지안방법을제시하였다.조건부사후분포로부터모수를추출하기위한

MCMC방법을제시하였으며보다효율적인조건부사후분포부터의모수추출을위하여잠재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MCMC 표본추출에 의한 모형 수렴

결과는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판정 되었다. 베이지안 접근하에서의 모형 비교를

위하여 베이즈 인자를 통한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모형 수행과정에서 무응답 체계에 대한 비교

또한 함께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설명변수들 가운데 투표참여여부가 반응변수

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 되었으며 무응답 체계는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실제 예측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표본수가 917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은

앞으로 시행되는 여론조사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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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sider a model estimation and model selection methods for the multi-way con-

tingency table data with non-response or missing values. We also consider hierarchical

Bayesian model in order to handle a boundary solution problem that can happen in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under non-ignorable non-response model and we

deal with a model selection method to find the best model for the data. We utilized

Bayes factors to handle model selection problem under Bayesian approach. We applied

proposed method to the pre-election survey for the 2004 Korean National Assembly

race. As a result, we got the non-ignorable non-response model was favored and the

variable of voting intention was most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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