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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단위의 조사와 같은 대규모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 집락, 계통,

불균등확률추출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표본설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표본설계에

기초한 범주형 자료분석에서는 자료의 독립성과 다항분포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피어슨검정이 왜곡된

검정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범주형조사자료의 k-모집단 동질성검정

에서 설계기반 일치통계량인 Wald 검정통계량을 유도하고, 전통적인 피어슨검정통계량을 사용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요인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분산의 편의에 의한 영향, 추정량의 편의에 의한 영

향, 기타 분산의 편의와 추정량의 편의가 교락되어 미치는 영향으로 각각 분해하는 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식의 각 항목이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경험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변수에 따른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산의 편의가 미치는 영향이 추정량의 편의가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명확

히확인할수있었다.

주요용어: 동질성검정, 범주형자료, 복합표본설계, 설계효과, 왈드검정, 피어슨검정.

1. 서론

전국단위의 조사나 조사범위가 광범위한 조사들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 집락, 계통, 다

단계 추출, 불균등확률추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표본추출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표본을 설계하

는데, 이러한 표본추출방법을 복합표본추출법 (complex sampling)이라 한다. 오늘날 이러한 표본설계

에 기초한 조사연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Kim 등, 2009; Heo 등, 2010). 이러한 복합표본추출법에 의

한 표본조사자료는 전통적인 통계이론에서 가정하는 자료들 간의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표본조사자료

의 분석은 표본추출방법이 반영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만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합표본

추출법에 의한 표본조사자료의 분석 역시 표본추출방법이 반영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분석결과

를얻을수있다.

범주형 자료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독립성검정, 동질성검정, 적합성검정은 일반적으로 피어슨 카이제

곱검정 (Pearson chi-squared test)을 사용한다. 피어슨 카이제곱검정은 주어진 자료들이 서로 독립이

고동일한다항분포를따른다는가정과관찰치들이각범주에속할기대빈도가충분히클때근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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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분포에 따른다는 가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정확한 검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IID 가

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표본조사자료에 피어슨 카이제곱검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왜곡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Heo와 Chung (2012)은 복합표본조사자료의 2-모집단 동질성검정에서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Wald 검정을 비교하는 경험분석을 통해 자료분석에 표본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증적

으로보여주었다.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범주형조사자료분석 과정에서, 전통적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 계산할

때 모비율 추정치로 단순표본비율을 사용하는 대신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설계기반 불편추정량 (design

based unbiased estimator)을사용한피어슨형검정통계량에설계효과 (design effect)를반영하여조정

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Holt 등, 1980; Rao와 Scott, 1981, 1984, 1987; Tomas와 Rao,

1987). 그러나 전통적인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 사용하는 경우, 오차는 분산에 대한 추정량의 편

의에서뿐만아니라추정량의편의에의해서도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범주형조사자료의 k-모집단 동질성검정에서 설계기반 일치추정

량인 Wald 검정통계량을 유도하고, 전통적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의 오차 요인을 성분별로 분해하

여, 분산의 편의에 의한 영향, 추정량의 편의에 의한 영향, 분산의 편의와 추정량의 편의가 교락되어 미

치는 영향의 크기를 각각 구분하는 식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식의 경험분석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 자료를 사용하였다. 2절에서는 Wald 검정통계량과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

의 오차요인을 구분하는 식을 각각 유도하였다. 3절에서는 경험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상대크기를 비교

하였고, 4절에결론을제시하였다.

2. k-모집단 동질성검정

k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1, n2, · · · , nk인 표본을 독립추출한 후, 각 표본의 표본원소들이 상호배

반인 c개의범주 A1, A2, · · · , Ac에속할확률 pij (i = 1, 2, · · · , k; j = 1, 2, · · · , c)이 k개모집단에서모

두동일한지를검정하기위한동질성검정 (homogeneity test)의귀무가설은

H0 : p1 = p2 = · · · = pk(= a)

이다. 여기서, pi = (pi1, pi2, · · · , pi,c−1)
T , a= (a1, a2, · · · , ac−1)

T이고,
∑c

j=1 pij = 1,
∑c

j=1 aj = 1이

다.

2.1. 피어슨검정통계량

각 표본의 표본단위들이 c개의 범주에 속하는 관측도수를 (ni1, ni2, · · · , nic) (i = 1, · · · , k)라 할 때,

k-모집단동질성검정을위한종래의피어슨검정통계량은

χ2
P =

k∑
i=1

c∑
j=1

(nij − niâpj)
2

niâpj
=

k∑
i=1

c∑
j=1

ni

(p̂ij − âpj)
2

âpj

이고, 여기서 p̂ij = nij/ni이고 âpj =
∑k

i=1 nij/n =
∑k

i=1 nip̂ij/n이다. 이 통계량을 이차형식으로 표

현하면

χ2
P = n(p̂− âP )

T B̂(p̂− âP ) (2.1)

으로나타낼수있다 (Holt등, 1980). 여기서 p̂과 âP은각각 k(c−1)×1열벡터로 p̂T = (p̂T1 , · · · , p̂Tk )와
âT
P = (âT

p , · · · , âT
p )이고, p̂i와 âp은각각 p̂i = (p̂i1, · · · , p̂i,c−1)

T , âp = (âp1, · · · , âp,c−1)
T이다. 또한,

B̂ = F̂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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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기서
⊗
는 행렬연산의 직적 (direct product)을 나타내고 F̂ = diag(f̂) − f̂ f̂T이고 P̂ =

diag(âp)− âpâ
T
p이며, f̂i = ni/n이고 f̂ = (f̂1, · · · , f̂k)T이다. 이때, B̂의계수 (rank)는 (k− 1)× (c−

1)이다.

각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단순임의복원추출되었고, i번째 표본의 관측도수 (ni1, ni2, · · · , nic)가 다

항분포 (ni, pi1, · · · , pic)를따른다는가정을만족할때, χ2
P은근사적으로자유도 (k − 1)(c− 1)인카이

제곱분포 χ2
(k−1)(c−1)를 따른다. 그러나 각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층화, 집락, 불균

등확률추출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복합표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결과 χ2
P는 χ2

(k−1)(c−1)를따르지않는다.

2.2. Wald 검정통계량

각 모집단으로부터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이 추출되었고, π̂i은 표본설계를 반영한 i번째 모집단의

모비율 pi에 대한 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or)이라고 하자. Holt 등 (1980)은 π̂i을 사용한 피어

슨형 검정통계량의 편의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된 통계량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는 Holt 등 (1980)이

사용한 정의를 사용한다. 즉, n = n1 + · · · + nk가 증가할 때 ni들이 함께 증가하여 n → ∞일 때
f̂i = ni/n → f (0 < f < 1; i = 1, · · · , k)이고, ni → ∞일때

√
ni(π̂i − pi)

L→ N(0, Vi)

이라하자. 그때, Slutsky’s정리 (Casella와 Berger, 1990)에의해위식은
√
n(π̂i−pi)

L→N(0, Vi/fi)가

된다. 따라서서로독립인두모집단 (i, k)에대해, 귀무가설하에서

√
n(π̂i − π̂k)

L→ N(0, Vi/fi + Vk/fk)

(i = 1, · · · , k − 1)이고, 서로독립인 k개의모집단에대해서는

√
n(π̂ − π̂k0)

L→ N(0, V0) (2.2)

가 된다. 여기서 π̂와 π̂k0은 π̂T = (π̂T
1 , · · · , π̂T

k−1)와 π̂T
k0 = (π̂T

k , · · · , π̂T
k )로 각각 (k − 1)(c− 1)× 1인

열벡터이고

V0 = HVFH
T

이며, 이때

H = [I(k−1)×(k−1)

... − 1(k−1)](k−1)×k ⊗ I(c−1)×(c−1)이고 VF = ⊕k
i=1Vi/fi

이다. 여기서
⊕
은 행렬연산의 직합 (direct sum)이고 1(k−1)은 모든 원소가 1이고 길이가 k − 1인 열

벡터이다. 식 (2.2)로부터

n(π̂ − π̂k0)
TV −1

0 (π̂ − π̂k0)
L→ χ2

(k−1)(c−1)

가 된다. V̂i이 표본설계를 반영한 Vi의 일치추정량일 때, VF에 V̂i와 f̂i을 대입하여 얻은 V̂0을 위 식에

대입하면 Wald 검정통계량

χ2
W = n(π̂ − π̂k0)

T V̂ −1
0 (π̂ − π̂k0) (2.3)

을 얻는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χ2
W은 Slutsky’s 정리에 의해 근사적으로 χ2

(k−1)(c−1)을 따르고, χ2
W을

이용하여자유도 (k − 1)(c− 1)인카이제곱분포에기초하여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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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어슨검정통계량의 분해

복합표본설계 하에서는, 2.1절에서 정의한 모비율 pi의 점추정량 p̂i은 일반적으로 편의추정량으로 식

(2.1)의 (p̂− âP )은

p̂− âP = (π̂F − âΠ) + (p̂− π̂F )− (âP − âΠ) (2.4)

으로 분해될 수 있다. 여기서 π̂T
F = (π̂T

1 , · · · , π̂T
k )와 âT

Π = (âT
π , · · · , âT

π )로 각각 k(c − 1) × 1인 열벡터

이고, âπ = (âπ1, · · · , âπ,c−1)
T이고 âπj =

∑k
i=1 niπ̂ij/n로 π̂ij는 π̂i의 j번째원소이다.

식 (2.4)의 오른쪽 첫 번째 항 (π̂F − âΠ)은 표본설계를 반영한 (p − aF )의 일치추정량이고, 두 번

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각각 p̂와 âP의 편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양이다. 즉, 세 번째 항의 âT
P =

(âT
p , · · · , âT

p )에서 âp의 j번째원소와 âT
Π = (âT

π , · · · , âT
π )에서 âπ의 j번째원소는각각

âpj =

k∑
i=1

nip̂ij/n =

k∑
i=1

f̂ip̂ij와 âπj =

k∑
i=1

niπ̂ij/n =

k∑
i=1

f̂iπ̂ij

이므로, (âp − âπ)의 j번째원소는 âpj − âπj =
∑k

i=1 f̂i(p̂ij − π̂ij)이고 (âp − âπ)= (f̂T ⊗ I)(p̂− π̂F )가

된다. 여기서항등행렬 I의차원은 (c− 1)× (c− 1)이다. 따라서식 (2.3)의세번째항은

(âP − âΠ) = 1(k) ⊗
[
(f̂T ⊗ I)(p̂− π̂F )

]
으로, (p̂− π̂F )의함수이다. (p̂− π̂F )은 p̂의편의에대한추정량이므로식 (2.4)의오른쪽두번째항과

세번째항은 p̂의편의로인해발생하는양이라할수있다.

식 (2.4)를식 (2.1)에대입하여정리하면, 피어슨검정통계량은

χ2
P = n(p̂− âP )

T B̂(p̂− âP ) = n(π̂F − âΠ)
T B̂(π̂F − âΠ) + 2n(π̂F − âΠ)

T B̂Rp + nRT
p B̂Rp (2.5)

가 된다. 여기에서 Rp = (p̂ − π̂F ) − (âP − âΠ)이다. 식 (2.5)의 오른쪽 첫 번째 2차형식의 경우,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량으로 표본설계를 반영한 일치추정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산은 여전히 다항분포와

IID를가정한분산을사용하고있어서일반적으로분산에대해복합표본설계를반영한일치추정량을사

용하는식 (2.3)의 Wald 검정통계량 χ2
W보다큰값이된다. 따라서 χ2

P은다시

χ2
P = χ2

W +
{
n(π̂F − âΠ)

T B̂(π̂ − âΠ)− χ2
W

}
+ nRT

p V̂
−1
F Rp +R (2.6)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 = 2n(π̂F − âΠ)
T B̂Rp +

{
nRT

p B̂Rp − nRT
p V̂

−1
F Rp

}
이고 V̂F =

⊕k
i=1V̂i/f̂i이다. 식 (2.6)의 오른쪽 두 번째 항은 Vi의 일치추정량 V̂i대신 P̂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

생하는양이다. 세번째항은식 (2.5)의세번째항에서분산의편의추정량대신일치추정량 V̂i을사용

하였기 때문에 분산에 의한 편의는 제거되고 비율에 대한 점추정량 p̂와 âP의 편의만이 χ2
P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를 나타낸다. 마지막 항 R은 비율에 대한 점추정량과 분산추정량의 편의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교락되어영향을끼치는기타크기를나타낸다.

3. 경험분석

본 장에서는 복합표본설계에 기초한 범주형조사자료의 k-모집단 동질성검정에서 전통적인 피어슨검

정통계량을 사용하는 경우, 2절에서 제시한 피어슨검정통계량의 오차성분별 크기를 경험분석하기 위

해 3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을 선정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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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2) 자료를 이용하

였다. KNHANES IV에서는 전국을 29개 층으로 층화한 후, 1차 추출단위인 동·읍·면을 계통추출하였
고, 선정된 표본 동·읍·면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각 표본 조사구 당 계통추출법에 의해 23가구

를 선정하는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KNHANES IV의표본추출에대한자세한내용은 Lee와 Park (2007)을참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경험분석을위해 KNHANES IV-2 원시자료에있는시·도변수 (변수명: region)를이

용해, 전국 16개 시·도를 2개, 4개 그리고 6개 모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Table 3.1은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모집단의 정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를 위해 임의로 정의한 것으로 KNHANES IV의

층정의와는일치하지않는다.

Table 3.1 Definition of populations

No. of pop Definition of populations

2
1. Seoul and 6 metropolitan cities

2. 9 Do regions

4

1. Capital region Seoul, Incheon, GyeongGi

2. Gangwon-Gyeongbuk region Daegu, Gangwon, Gyeongbuk

3. Central inland region Deajeon, Chungbuk, Chungnam, Jeonbuk

4. Jeju-Southern region Busan, Gwangju, Ulsan,Jeonnam, Gyeongnam, Jeju

6

1. Seoul

2. Gyeong-In region Inchon, GyeongGi

3. Chungcheong region Dejeon, Chungbuk, Chungnam

4. Dongbuk region Daegu, Gangwon, Gyeongbuk

5. Dongnam region Busan, Ulsan, Gyeongnam

6. Honam region Gwangju, Jeonbuk, Jeonnam, Jeju

본 연구를 위해 KNHANES IV-2 자료 중에서 일부 변수를 선택하였는데 Table 3.2에서는 본 연구

에서 선택된 변수들과 설명을 제시하였다. 범주형자료분석에서 특정범주의 응답자수가 너무 작으면 검

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방 범주를 병합하였는데 Table 3.2의 마지막 열에

그내용을제시하였다. Table 3.2에있는변수들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4기 (2007-2009)”를 참

고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2에 제시된 각 변수에 대해 Table 3.1에서 정의한 모집단별로 식 (2.5)와 식

(2.6)에서 제시한 피어슨검정통계량의 각 오차성분별 통계량 값을 계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Vi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선형화방법 (lineariz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Shao (1996)는 선형화방

법을포함한 Vi의여러추정방법의효율을비교하였다.

Table 3.2 Variables of KNHANES IV-2 used for empirical analysis

Division VariableName Variable Explanation Recording for analysis

Household
ho incm Income quartiles(household)

survey live t Housing types
Concatenate “Don’t Know(DK)”

(16 cases) into”etc”category.

Health

edu Education

questionnaire

tins Health insurance types
Concatenate “DK (122 cases)” and

survey

“Not join (7 cases)”

D 1 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Record “DK (16 cases)” asmissings.

BO1 Subjective body type Record “DK (5 cases)” as missings.

BP1 Degrees of usual stress recognition Record “DK (7 cases)” asmissings

Medical checkup T Q HR
E
xaminee’s hearing

Concatenate categories (3,4).

Record categories (8.9) asmi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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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은 2절의식 (2.5)

χ2
P = n(π̂F − âΠ)

T B̂(π̂F − âΠ) + 2n(π̂F − âΠ)
T B̂Rp + nRT

p B̂Rp

의피어슨검정통계량 χ2
P과오른쪽세항을각각계산한결과를순서대로제시하였다. 따라서오른쪽세

항을합하면 χ2
P과일치한다.

Table 3.3 Pearson chi-squared test statistics for k-population homogeneity test and its three components

in the right-hand side of equation (2.5)

No. of pops VariableName No. of cat. χ2
P 1st term 2nd term 3rd term

2

ho incm 4 72.71 22.59 34.89 15.23
live t 6 464.96 187.42 146.25 131.29
edu 4 69.22 53.78 11.34 4.10
tins 5 17.05 5.70 7.04 4.31
D 1 1 5 43.26 17.34 16.65 9.28
BO1 5 32.32 26.86 0.64 4.82
BP1 4 7.52 6.02 0.48 1.03

T Q HR 3 23.26 7.59 11.30 4.37

4

ho incm 4 230.53 181.18 40.24 9.11
live t 6 1296.77 1189.83 -19.49 126.42
edu 4 113.49 101.59 3.19 8.70
tins 5 75.76 70.78 -6.61 11.59
D 1 1 5 202.71 220.68 -50.39 32.42
BO1 5 26.58 27.39 -4.29 3.48
BP1 4 25.58 23.47 -2.04 4.15

T Q HR 3 36.09 13.09 16.62 6.38

6

ho incm 4 266.82 202.89 41.76 22.17
live t 6 1641.49 1501.05 -62.34 202.78
edu 4 134.57 134.09 -13.06 13.53
tins 5 88.44 81.07 -7.83 15.19
D 1 1 5 520.42 565.24 -63.55 18.73
BO1 5 56.62 57.91 -7.60 6.31
BP1 4 34.81 44.96 -20.37 10.22

T Q HR 3 24.85 7.90 10.38 6.57

Table 3.4는식 (2.5)를오차요인별로재표현한식 (2.6)

χ2
P = χ2

W +
{
n(π̂F − âΠ)

T B̂(π̂ − âΠ)− χ2
W

}
+ nRT

p V̂
−1
F Rp +R

에기초하여오차성분별로각각계산한결과를제시하였다.

Table 3.4는 네 번째 열 (χ2
P )에 피어슨검정통계량, 다섯 번째 열 (χ2

W )에 Wald 검정통계량, 2nd

term 열에식 (2.6)의오른쪽두번째항, 3rd term 열에세번째항, 그리고마지막열에 R의값을각각

제시하였다. 따라서 Table 3.4의마지막네열의합은 χ2
P과일치한다. Table 3.5에서는 Table 3.4의마

지막 네 열의 각 값을 χ2
P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Table 3.5의 네 열의 합은 100%가

된다.

Table 3.5에서 Wald 검정통계량 값은 피어슨검정통계량 값의 약 2.16%∼95.75%에 해당하는 크기

의 값을 가진다. 대체로 가구조사 변수인 live t, ho incm에서 그 비율이 건강설문조사 변수인 BO1과

BP1에 비해 크게 작다. 즉, 이 변수들에서 피어슨검정통계량은 Wald검정에 비해 크게 과대추정된다.

건강설문조사 변수들 중 BO1과 BP1의 경우, 모집단 수와 상관없이 이 백분율이 모두 큰 값을 갖는다.

특히 BO1의모집단수가 4인경우두검정통계량이값이매우유사하고이백분율은 95.75%이다.

식 (2.6)의 두 번째 항은 검정통계량의 계산에서 비율 추정량에는 일치추정량을 사용하되 분산은 일

치추정량 V̂i대신 P̂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되는 증가분으로, Table 3.5의 5번째 열은 이 값에 대한 χ2
P의

백분비를 나타낸다. 이 백분율은 χ2
W /χ2

P의 경우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χ2
W /χ2

P에서 작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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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던 가구조사 변수들이 대체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건강설문조사 보다 가구조사

에서 설계효과 (design effect)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진조사 변수인 T Q HR은 모든

모집단수에 대해 가장 낮은 비율들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Table 3.4에서 T Q HR의 모집단

수가 6인경우, 식 (2.6) 두번째항의값은 -0.72로음의값으로나타난다.

Table 3.4 Pearson chi-squared and Wald test statistics for k-population homogeneity test, and three

components in the right-hand side of equation (2.6)

No. of pops VariableName No. of cat. χ2
P χ2

W 2nd term 3rd term R

2

ho incm 4 72.71 3.91 18.68 2.98 47.14
live t 6 464.96 10.06 177.36 14.72 262.83
edu 4 69.22 4.62 49.16 1.88 13.55
tins 5 17.05 1.21 4.48 1.13 10.22
D 1 1 5 43.26 7.71 9.63 5.37 20.56
BO1 5 32.32 19.10 7.76 2.69 2.77
BP1 4 7.52 4.08 1.94 0.71 0.79

T Q HR 3 23.26 4.61 2.98 3.23 12.44

4

ho incm 4 230.53 36.92 144.26 1.14 48.21
live t 6 1296.77 146.17 1043.66 16.57 90.37
edu 4 113.49 37.11 64.48 3.33 8.57
tins 5 75.76 25.89 44.89 7.50 -2.52
D 1 1 5 202.71 82.46 138.22 14.79 -32.76
BO1 5 26.58 25.45 1.94 2.69 -3.50
BP1 4 25.58 18.83 4.64 2.63 -0.52

T Q HR 3 36.09 6.10 6.99 3.06 19.94

6

ho incm 4 266.82 43.04 159.85 4.24 59.69
live t 6 1641.49 188.76 1312.29 26.22 114.22
edu 4 134.57 49.94 84.15 7.02 -6.55
tins 5 88.44 35.06 46.01 13.94 -6.58
D 1 1 5 520.42 287.42 277.82 12.22 -57.04
BO1 5 56.62 43.62 14.29 4.28 -5.57
BP1 4 34.81 32.52 12.44 6.62 -16.77

T Q HR 3 24.85 8.62 -0.72 5.88 11.07

Table 3.5 Relative sizes of Wald test statistics and three components in equation (2.6) to Pearson

test statistics (unit: %)

No. of pops VariableName No. of cat. χ2
W / χ2

P 2nd term/ χ2
P 3rd term/ χ2

P R/ χ2
P

2

ho incm 4 5.38 25.69 4.10 64.83
live t 6 2.16 38.15 3.17 56.53
edu 4 6.67 71.02 2.72 19.59
tins 5 7.11 26.30 6.66 59.94
D 1 1 5 17.82 22.26 12.41 47.52
BO1 5 59.10 24.01 8.32 8.57
BP1 4 54.26 25.80 9.44 10.51

T Q HR 3 19.82 12.81 13.89 53.48

4

ho incm 4 16.02 62.58 0.49 20.91
live t 6 11.27 80.48 1.28 6.97
edu 4 32.70 56.82 2.93 7.55
tins 5 34.17 59.25 9.89 -3.32
D 1 1 5 40.68 68.19 7.30 -16.16
BO1 5 95.75 7.30 10.12 -13.17
BP1 4 73.61 18.14 10.28 -2.03

T Q HR 3 16.90 19.37 8.48 55.25

6

ho incm 4 16.13 59.91 1.59 22.37
live t 6 11.50 79.95 1.60 6.96
edu 4 37.11 62.53 5.22 -4.86
tins 5 39.65 52.03 15.76 -7.44
D 1 1 5 55.23 53.38 2.35 -10.96
BO1 5 77.04 25.24 7.56 -9.84
BP1 4 93.42 35.74 19.02 -48.18

T Q HR 3 34.69 -2.90 23.66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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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6)의 세 번째 항은 식 (2.5)의 마지막 항에서 분산의 편의요인을 제거한 후 추정량 편의에 의해

발생하는 값으로 Table 3.5의 6번째 열은 이 값에 대한 χ2
P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이 백분율은 범위는

0.49%∼23.66%으로 5번째 열의 -2.90%∼80.48%보다 크게 작다. 따라서 추정량의 편의가 피어슨검정

통계량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산의 편의가 기여하는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3.5의 6번째 열의 값은 χ2
W /χ2

P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가구조사 변수인 live t, ho incm에서 매우 작

은 비율을, 그 밖의 변수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정량의 편의가 피어슨검정

통계량에미치는영향은후자의변수들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다. 모집단의수에따른이비율들의변

화는변수마다달라서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Table 3.5의마지막열은앞의요인들에의해서설명

되지 않은 분산과 추정량의 편의가 교락되어 피어슨 검정통계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분

산의 편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가장 작았던 BP1에서 가장 작고, 분산의 편의에 의한 영향이 비

교적 크고 추정량의 편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주 작지 않았던 tins와 ho incm에서 가장 큰 비

율을보인다.

4. 결론

최근의 많은 조사연구에서는 층화, 집락, 계통, 다단계 추출, 불균등 확률추출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

하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복합표본조사의 범주형자료는

전통적인 피어슨 카이제곱검정에 필요한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다항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범주형조사자료의 k-모집단 동질성검정에서 설계기반 일

치통계량인 Wald 검정통계량을 유도하고, 전통적인 피어슨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오차성분들을 분해하는 식을 도출한 뒤, 분산의 편의가 영향을 미치는 크기, 추정량의 편의

가영향을미치는크기, 기타두영향의교락에의한크기로각각구분하였다.

또한, 각 항목이 피어슨검정통계량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

조사제4기 2차년도 (2008) 자료 (KNHANES IV-2)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종합하면, 분

석에사용된변수들중, 가구조사변수들에서대체로피어슨검정통계량은분산의편의의해크게과대추

정되며 추정량의 편의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설문조사 변수 BP1, BO1과

검진조사변수인 T Q HR은분산의편의가피어슨검정통계량에미치는효과는상대적으로작으나추정

량의 편의가 미치는 효과는 가구조사 변수들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어슨검정통계량이 분산

이나 추정량의 편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와 모집단수와의 관련성은 변수들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화

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본연구결과중실증분석결과는 KNHANES IV-2 자료중지극히소수인몇개의변수에대해실시된

것으로 KNHANES IV-2 자료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분석은 본 연구에

서도출해낸식의확장가능성이있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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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Pearson chi-squared test is not appropriate for the data collected by

the complex sample design. When one uses the traditional Pearson chi-squared test to

the complex sample categorical data, it may give wrong test results, and the error may

occur not only due to the biased variance estimators but also due to the biased point

estimators of cell proportions. In this study, the design based consistent Wald test

statistics was derived for k-population homogeneity test, and the traditional Pearson

chi-squared test statistics was partitioned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causes of

error; the error due to the bias of variance estimator, the error due to the bias of

cell proportion estimator, and the unseparated error due to the both bias of variance

estimator and bias of cell proportion estimator. A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ve size of each error component to the Pearson chi-squared test

statistics. The second year data from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2)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size of error from the bias of variance estimator was relatively

larger than the size of error from the bias of cell proportion estimator, but its degrees

were different variable by variable.

Keywords: Categorical data, complex sample design, design effect, homogeneity test,

Pearson test, Wa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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