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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 조사를 통한

선거 예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무응답이며 무응답 대체 방법에 따

라 예측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대체의 방법으로 모형

을 기반으로 한 대체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최대 우도 추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non-ignorable non-response)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방 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Wei와 Tanner (1990)가 제안한 Monte Carlo EM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MCEM 방법과 기존의 최대 우도 추정 방법, 베이지안 추정 방법 사이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MCEM 방법이 기존 방법들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2012년에 시

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를 비

교하기위해 Bautista 등 (2007)이제안한 MWPE (modified within precinct error)를이용하였다.

주요용어: 결측자료, 몬테카를로 EM, 무시할수없는무응답, 무응답대체, 일반화선형모형.

1. 서론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결측 값 또는 무응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할 경우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논

문은예측의정확도를높이는중요한관건이라고할수있는무응답처리문제를다루고자한다.

Hong과 Huh (2001)는 높은 무응답률은 무응답자의 지지후보를 무리하게 추측하고 조사회사마다 무

응답자판정방법이나무응답자포함여부가다르므로예측결과가제각각이게되고, 최종예상득표율산

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Kim과 Kwak (2010), Kwak 등 (2013)은 투표자

선정 및 응답 과정에서 오차를 일으키는 변수들 중에 무응답의 비율이 오차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오차

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무응답 처리를 포함한 예측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Crespi (1988)의 연구에서는 무응답 대체 방법으로 주요 2개 후보에게 비례 배분하

는방법, 주요 2개후보에게반으로나누어배분하는방법, 현직후보자가있다면그외의도전자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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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분하는 방법, 무응답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득표율을재계산하는 방법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 비례배분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ho 등 (2008)과 Lee와 Kang (2012)은 설문

조사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에 대한 종류와 대체 방법을 소개하였다. Lee 등 (2006)은 2002년 강원지역

의 농가경제 자료를 예제로 하여 응답자들과 무응답자 사이에 지역적 상관관계를 이용한 대체방법을 보

여주었다. Cho 등 (2008)은 농촌 생활지표조사에서의 무응답을 연속형과 범주형으로 나누어 무응답 대

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표본조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응답 대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와 다른 대체방법으로 모형적 접근에 의한 무응답 대체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Park과 Brown (1994),

Park과 Lee (1998), Yoon과 Choi (2014)는무응답모형을추정하기위한방법으로최대우도추정방법

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irichlet 사전확률 분포를 할당하는 경험적 베이

지안 방법을 제안하였다. Choi 등 (2007)은 사전분포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EM 알고리즘에서 발생하

는 기대 빈도를 사전분포의 초모수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1948년 미국에서 시행된 대통령 선거의

사전조사결과를이용하여기존방법과 Dirichlet 사전확률분포에 5가지유형의사전분포초모수할당을

통한 베이지안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Park과 Choi (2010)는 사전분포의 초모수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관찰빈도와 칸 기대빈도에 대한 최대 우도 추정치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Choi와 Kim (2012)은 여러 무응

답모형 가운데 적절한 무응답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Ibrahim 등 (2008)이 제안한

EM 알고리즘을이용한모형추정에서의모형선택방법을이용하였다. Yoon과 Choi (2012)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무응답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 분할표의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무응답의 대체와 모수의 추정을 함께 수행하는 계층적 베이지안 방법을 제안하였고 조건

부사후분포로부터모수를추출하기위한 MCMC 방법을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적 접근에 의한 무응답 대체방법에는 무응답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무응답 체계

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Little과 Rubin (2002)은 무응답을 발생 체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였다. 첫 번째는 완전임의 결측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으로 무응답의 발생 여부가

무응답을가지고있는변수나함께조사된다른변수들에아무영향을받지않았을경우이다. 두번째는

임의결측 (missing at random; MAR)으로무응답의발생여부가조사된변수들중에서무응답을가지

고 있지 않은 관찰된 자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을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은 무응답의 발생 여

부가무응답자체에영향을받는것이아니므로무시할수있는무응답 (ignorable nonresponse)이라한

다. 세 번째는 비임의 결측 (not missing at random; NMAR)으로 무응답 발생 여부가 관찰된 자료 중

에서 무응답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서만 영향을 받았을 경우이다. 비임의 결측은 무응답의 발생 여부가

무응답 자체의 영향을 받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non-ignorable non-response)이라 한다. 예를

들어 출구조사 시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무시할 수 있는 무응

답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지지 후보가 그 지역의 열세 후보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면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Shim과 Choi (1997)에서는 여론에 대한 무응답 현상을 사회문화적 특

성과 연결시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정보수준이나 인지 수준이 낮아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

고 무응답을 하는 경우는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정치

상황적 요인에 의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하는 경우는 한국과 같이 비교적 폐쇄적

이고 수직적인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응답 체계에 대한 가정은 정확한 무응답 대체와 예

측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응답 모형의 대체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없으며 (Park과 Lee, 1998; Choi 등, 2007; Park과 Choi, 2010; Choi와

Kim, 2012; Yoon과 Choi, 2012; Yoon과 Choi, 2014), Ibrahim 등 (2008)에서는모형적선택의방법을

이용하여무응답가정의임의결측과비임의결측을직접비교하는것은위험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무응답 체계에 대한 가정에 따른 무응답 모형을 설정하고 이 무응답 모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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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무응답 대체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응답 모형을 통해 무응답을 대체 하는 방법으로

EM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최대 우도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최대 우도 추정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Wei 와 Tanner (1990)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로그 선형모형의 모수에 직접 사전 분포를 할

당하는계층적베이지안방법으로 MCEM (Monte Carlo Expectation and Maximization)방법을이용

하였다. MCEM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의 E-단계의기댓값계산과정을 Monte Carlo 방법으로해결

하여 무응답 자료를 구하고 이로부터 M-단계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실험을통해 MCEM 알고리즘에대해알아본후실제자료에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무응답 모형의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결측 체계에 대한 가

정에 따라 무응답 모형을 설정하고 EM 알고리즘과 MCEM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응답 추정 방법을 소

개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MCEM 방법의 효용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진행한 모의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2012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출구 조사 결과를 이용한 실증 자료

분석을설명하고마지막 5절에서는결론으로본연구결과와한계점을정리하였다.

2. 무응답 모형 추정 방법

2차원분할표형태로정리된자료에대하여무응답을가지고있는경우주변합을가진분할표형태로

정의될수있다 (Kwak과 Choi, 2014). Park과 Choi (2010)이사용한로테이션을이용하여 2차원분할

표에서 분할표를 구성하는 행, 열 변수 모두에 무응답이 발생하는 무응답 모형을 고려하여 보자. 행 변

수를 X1로, 열 변수를 X2로 놓는다. 행과 열 변수는 각각 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각 변수에 대한

무응답지시변수를 R1, R2라하고무응답이발생하지않은경우 1의값을가지며무응답을가지고있는

경우 2의 값을 가진다. 분할표의 각 칸의 빈도는 yijkl로 나타낸다. 첨자 i, j는 행 변수와 열 변수의 수

준을 나타내며 k, l은 무응답 지시변수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제 무응답을 가지는 범주형 자료는 다음과

같이주변합을가지는분할표형태로정리된다.

Table 2.1 Two-way contingency table with supplemental margins

R2 = 1 R2 = 2

X2 = 1 X2 = 2

R1 = 1 X1 = 1 y1111 y1211 y1+12

X1 = 2 y2111 y2211 y2+12

R1 = 2 y+121 y+221 y++22

이제 관찰빈도 yijkl에 대하여 다항분포를 확률성분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부터 로그 우도 함

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ℓ ∝
∑
i

∑
j

yij11 · log(πij11) +
∑
i

yi+12 · log(πi+12)

+
∑
j

y+j21 · log(π+j21) + y++22 · log(π++22), (2.1)

여기서 πijkl = Pr[X1 = i,X2 = j, R1 = k,R2 = l]는각칸의기대확률이고 N =
∑

i,j,k,l yijkl으로고

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행과 열의 범주가 각 두 개만 있음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i, j 또한 1과 2의 값

만을 가진다.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 가운데 하나인 로그 선형모형의 체계적 성분을 이용하여 무응답모

형을 구축할 수 있다. Little과 Rubin (2002)의 무응답 체계의 가정 가운데 무응답 여부가 무응답이 발

생하는 변수에 의존하는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을 고려하여 보자. 이 모형은 또한 비 임의 결측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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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된다.

log(mijkl) = β0 + βi
X1

+ βj
X2

+ βk
R1

+ βl
R2

+ βik
X1R1

+ βjl
X2R2

+ βij
X1X2

+ βkl
R1R2

(2.2)

이무응답모형 (2.2)를모든자료에적용하여행렬모형으로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logm = Zβ, (2.3)

여기서 m은 칸 기대빈도 벡터이고, β는 모수벡터이다. 그리고 Z는 계획행렬을 나타낸다. 무응답 혹은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로그 선형모형을 이용한 무응답 모형은 EM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무응답 대체를 포함한 모수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Baker와 Laird, 1988).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가정하에서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대 우도 추정을 수행하는 경우 변방값 문제가 발생

할수있다. 변방값문제란다차원분할표에서무응답빈도에대한추정치가 0 값을가지게되는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변방값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수의 추정 과정에서 유일하지 않은 해를 가질 수 있

다 (Park과 Brown, 1994). 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기대빈도에사전분포를할당하거나 (Choi 등,

2009; Park과 Choi, 2010) 일반화선형모형에서체계적성분의모수에사전분포를할당하는 (Park 등,

2013) 베이지안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Park과 Choi (2010)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칸 기대빈도 또는

칸기대확률에사전분포를할당하여 EM 알고리즘을이용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관찰된 자료에 대하여 다항분포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칸 기대확률 (πij11, πij12, πij21, πij22)에 대

하여다음과같이 Dirichelet 분포를사전분포로할당한다.∏
i

∏
j

π
δij11
ij11 · πδij12

ij12 · πδij21
ij21 · πδij22

ij22 , . (2.4)

할당된 사전분포 (2.4)과 로그 우도 함수 (2.1)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로그 사후 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다.

ℓpos =
∑
i

∑
j

yij11 · (zij11 · β)−
∑
i

∑
j

yij11 · log
( ∑

i,j,k,l

exp(zijkl · β)
)

+
∑
i

yi+12 · log
(∑

j

exp(zij12 · β)
)
−

∑
i

yi+12 · log
( ∑

i,j,k,l

exp(zijkl · β)
)

+
∑
j

y+j21 · log
(∑

i

exp(zij21 · β)
)
−

∑
j

y+j21 · log
( ∑

i,j,k,l

exp(zijkl · β)
)

+ y++22 · log
(∑

i

∑
j

exp(zij22 · β)
)
− y++22 · log

( ∑
i,j,k,l

exp(zijkl · β)
)

+
∑
i,j,k,l

δijkl · (zijkl · β)−
∑
i,j,k,l

δijkl · log
( ∑

i,j,k,l

exp(zijkl · β)
)
. (2.5)

이제 이 로그 사후 분포함수에 E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무응답 혹은 결측에 대한 대체와 모수에 대

한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E-step에서는 무응답 값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한다. E-step의 수행

을 통하여 무응답 빈도에 대한 의사 관찰 빈도 yij12, yij21, yij22를 구하면 확장된 로그 사후 분포함수

(augmented log posterior function)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게 된다. 이 식은 온전한 형태 (무응답이

발생하지않은) 4차원분할표에대한로그선형모형에비례하게된다.

ℓa.pos =
∑

i

∑
j(yij11 + δij11) log(πij11) +

∑
i

∑
j(yij12 + δij12) log(πij12)

+
∑

i

∑
j(yij21 + δij21) log(πij21) +

∑
i

∑
j(yij22 + δij22) log(πij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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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p에서는 식 (2.6)에서 의사 관찰 빈도에 대한 기대값 E(yij12|πijkl, yi+12), E(yij21|πijkl,

y+j21), E(yij22|πijkl, y++22)을 계산하고 M-step에서는 관찰빈도와 E-step에서 계산된 의사 관찰빈

도를 가지고 모수의 대한 최대 사후 추정치를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E-step과 M-step은 모수에 대한

사후 추정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만약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EM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최대우도추정치를구하고자한다면식 (2.6)에서모든 δijkl의값에 0을넣으면된다.

완전한 베이지안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사전분포의 초모수인 δijkl을 할당 방

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ark과 Brown (1994), Park (1998)은 사전분포의 초모수가 관찰된

빈도에 의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Choi 등 (2009)와 Park과 Choi (2010)은 관찰빈도과 무응답 빈도

를모두이용하여초모수를할당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EM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은 로그 사후 분포의 기댓값이 쉽게 계산된다는 가정에서

유도되었지만, 실제로 기댓값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즉 적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가정하에서는 변방값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ei와 Tanner (1990)에 의해서 제안된 MCEM 알고리즘 (Monte

Carlo EM algorithm)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의 E-Step에서 Monte Calro

방법으로기댓값을계산하여불완전한자료로부터모수를추정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Wei와 Tanner (1990)에 의해 제안된 MCEM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로 이루

어진다. 먼저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관찰빈도 Yobs = ({yij11})와 관찰되지 않은 빈도 Ymis =

({yij12}, {yij21}, {yij22})로구분한다.

단계1: t번째 반복에서 최근 계산된 모수의 최대 추정치 βt가 주어졌을 때, 결측자료에 대한 조건부 확

률분포 p(Ymis|βt, Yobs)로부터표본 Y
(1)
mis, · · · , Y

(m)
mis를추출한다.

단계2: EM 알고리즘의 E step에서 수행하는 조건부 우도 함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대신에 수치 적분

을수행하기위한 Monte Carlo 방법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정의한다.

Q̂(β|βt) =
1

m

m∑
t=1

log(p(β|Y t
mis, Yobs))

참고로 m이 1인경우에얻어지는알고리즘을 “EM-형태 (EM type)”의알고리즘이라할수있

다.

단계3: 마지막 M-Step으로 위의 Q-function을 최대로 만드는 β에 의해 βt는 βt+1로 갱신된다. 갱

신된 모수의 추정치로 결측치에 대한 조건부 확률 분포를 개선한다. 이 후의 단계는 EM 알

고리즘과 같은 방법으로 Q-function이 수렴할 때까지 Monte Carlo 방법을 적용한 E-Step과

M-Step을반복하여 Q-function을최대화시키는최대우도추정치 β̂을추정한다.

3. 모의실험

본 모의실험은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에 대해 무응답 비율, 응답패턴, 초모수의 할당방법 등 총

32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하였던 Park과 Choi (2010)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EM 알고리즘 기법인 Monte Carlo EM 알고리즘과 Yoo (2015)의 결과를 함

께비교하였다. 가능한모든무응답모형을고려하지않고본모의실험에서는비임의결측체계를가정

한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에 대해서만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 고려한 무응

답모형은 2절에서제시된식 (2.2)을그대로이용하였다.

모의실험에 앞서 모형 식 (2.2)의 모든 X1, X2, R1, R2의 범주의 수는 2이다. 따라서 8개의 모수를

본 모형에서 정의하여야 한다. 무응답 모형에서의 모수 가운데 비임의결측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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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ik
X1R1

, βjl
X2R2

이다. 이모수들은로그선형모형의확률성분의기대빈도와다음과같은관계를가진다.

4β11
X1R1

= log(m1111/m2111)(m1121/m2121),

4β11
X2R2

= log(m1111/m1211)(m1112/m1212).

만약 β11
X1R1

= β11
X2R2

= 0이 되면 응답자와 무응답자간의 응답 패턴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

면에 β11
X1R1

, β11
X2R2

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응답자와 무응답자간의 응답 패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이 두 모수의 값을 0.2에서 0.8까지 0.2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다. 나머지 모수

들에대해서는 (m1111/m1211)/(m2111/m2211) = 5, (m1111/m1112)/(m1112/m1122) = 2로고정하고자

료 가운데 무응답 비율이 20%가 되도록 지정하였으며 총 빈도의 수는 N =
∑

ijkl mijkl = 1, 000으로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모수를 할당한 후 다항분포를 따르는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표본 추출의 결과로

변방값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1,000 셋트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한 모형 적합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MCEM 방법으로 모형 추정을 시도 하였고 그 결과를

Park과 Choi (2010)이 수행한 최대추도추정 (ML)과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추정 (Type III)과 비교

하였다.

Table 3.1은 변방값이 발생한 경우 MCEM 방법, 최대 우도 추정 방법, 베이지안 추정방법에 따른 모

의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가운데 칸 기대빈도 m11++와 m1112에 대한 평균제곱오

차 (MSE) 값과 편향 (bias) 값을 정리한 것이다. 괄호안의 값이 편향을 나타낸다. 모의실험 결과를 살

펴보면 응답과 무응답값의 응답 패턴 차이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 우도 추정 결과보다 MCEM이나 베

이지안 결과가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MCEM 결과와 베이지안 결과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추

정된 통계량들을 가지고 짝진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Table 3.2는 편향에 대한 검정 결과이고 Table

3.3은 평균제곱오차에 대한 검정 결과이다. 두 결과 모두 매우 작은 t-통계량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우도 추정을 적용한 결과 변방값 문제가 발생한다면

MCEM 방법을이용하는것이또다른대안이될수가있을것이다. 이결과는 Yoo (2015)의결과를일

부참조한것이다.

Table 3.1 MSE and biases for m
11++

=
∑

kl m11kl
and m

1112
when the boundary solution occurs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biases).

β11
X1R1

β11
X2R2

MCEM ML Bayesian

M11++ 0.2 0.2 335.8 (-11.1) 429.3 (-14.8) 327.9 (-11.2)

0.2 0.4 335.6 (-7.9) 384.0 (-11.8) 296.2 (-8.0)

0.2 0.6 382.2 (-6.1) 444.9 (-11.1) 341.3 (-6.3)

0.2 0.8 361.0 (-3.1) 388.1 (-7.7) 320.4 (-3.3)

0.4 0.4 383.2 (-7.3) 440.8 (-12.0) 334.9 (-7.5)

0.4 0.6 374.3 (-6.8) 448.0 (-12.6) 316.4 (-7.1)

0.4 0.8 386.1 (-2.7) 411.6 (-8.6) 321.8 (-3.1)

0.6 0.6 391.4 (-4.1) 446.4 (-10.5) 325.6 (-4.5)

0.6 0.8 401.4 (-0.8) 395.5 (-7.8) 301.1 (1.3)

0.8 0.8 412.6 (2.1) 380.7 (-6.0) 314.9 (1.5)

M1112 0.2 0.2 84.5 (-5.2) 122.3 (-7.0) 85.5 (-5.2)

0.2 0.4 58.8 (-4.9) 95.9 (-7.3) 60.1 (-5.0)

0.2 0.6 35.5 (-3.8) 74.9 (-6.9) 36.6 (-3.9)

0.2 0.8 17.5 (-1.8) 40.7 (-4.9) 18.0 (2.0)

0.4 0.4 75.8 (-3.7) 115.0 (6.0) 77.0 (-3.8)

0.4 0.6 56.9 (-3.4) 105.1 (-6.8) 58.9 (-3.5)

0.4 0.8 30.0 (-1.3) 58.1 (-4.7) 30.9 (-1.5)

0.6 0.6 79.7 (-1.6) 128.8 (5.2) 82.1 (-1.9)

0.6 0.8 49.8 (-0.2) 79.1 (3.9) 50.7 (0.5)

0.8 0.8 76.1 (1.3) 104.5 (-2.8) 76.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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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aired sample t-test of biases between MCEM and Bayesin estimation when

the boundary solution occurs.

Method N Mean Std d̄ Sd t

MCEM 20 -3.626 3.234
-0.033 -0.002 -0.033

Bayesian 20 -3.592 3.236

Table 3.3 Paired sample t-test of biases between MCEM and Bayesin estimation when

the boundary solution occurs.

Method N Mean Std d̄ Sd t

MCEM 20 216.409 165.808
0.283 0.226 0.005

Bayesian 20 216.125 165.582

Table 3.4는 변방값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MCEM, 최대 우도 추정, 베이지안 추정 방

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한 후 평균제곱오차와 편향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Park과 Choi

(2010)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비임의 결측 체계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를 가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방값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베이지안 방법이 가지는 장점 없다. 오히려 편향에서는 베이지안 방법

이 더 나쁜 결과를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MCEM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MCEM의 결과가 평균제곱오차에서 더 작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결과 간의 통계적 유

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5는 편향에 대한 반복측정 분

산분석결과이다. 세 방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체간 효과 (between)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통계

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 편향의평균과표준편차를정리한 Table 3.6을보면최대우도추정

방법의 편향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변방값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결과 하겠

다. Table 3.7과 Table 3.8은 평균제곱오차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

한표이다. 편향만큼크지는않으나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

으며특히 MCEM의결과가가장작은값을보이고있다.

Table 3.4 MSE and biases for m
11++

=
∑

kl m11kl
and m1112 when the boundary solution does not occur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biases).

β11
X1R1

β11
X2R2

MCEM ML Bayesian

M11++ 0.2 0.2 270.2 (2.9) 270.3 (1.1) 254.9 (2.6)

0.2 0.4 301.0 (5.0) 305.4 (2.2) 294.9 (4.2)

0.2 0.6 382.2 (7.7) 389.4 (5.2) 371.4 (7.9)

0.2 0.8 394.8 (8.6) 433.8 (6.1) 435.4 (9.1)

0.4 0.4 324.2 (6.9) 364.4 (3.6) 354.2 (6.1)

0.4 0.6 374.3 (8.8) 423.0 (6.4) 422.8 (9.7)

0.4 0.8 425.2 (11.2) 474.0 (7.8) 495.7 (11.3)

0.6 0.6 391.4 (11.5) 469.2 (7.7) 450.1 (11.4)

0.6 0.8 467.6 (14.7) 536.3 (11.1) 596.2 (15.4)

0.8 0.8 581.2 (18.9) 654.3 (14.0) 747.6 (19.0)

M1112 0.2 0.2 50.0 (1.8) 50.5 (0.6) 44.0 (1.4)

0.2 0.4 45.5 (2.7) 49.7 (1.6) 45.2 (2.7)

0.2 0.6 35.5 (4.7) 59.6 (3.1) 60.2 (4.8)

0.2 0.8 66.1 (6.0) 58.0 (4.1) 64.8 (5.9)

0.4 0.4 62.9 (3.1) 75.4 (2.1) 68.8 (3.4)

0.4 0.6 56.9 (5.0) 76.7 (3.0) 75.4 (4.9)

0.4 0.8 80.4 (6.5) 74.6 (4.2) 80.9 (6.3)

0.6 0.6 79.7 (6.0) 104.3 (4.0) 104.0 (6.0)

0.6 0.8 112.7 (8.0) 108.2 (5.6) 118.1 (7.8)

0.8 0.8 161.9 (9.5) 136.6 (5.4) 149.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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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peated measurement ANOVA of biases among MCEM, ML, and Bayesin estimation

when the boundary solution does not occur

Source DF SS MS F p

Between 19 904.4 47.6 113.2 <.0001

Within 2 84.1 42.0 100.1 <.0001

Error 38 15.9 0.4

Corrected Total 59 1,004.5

Table 3.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biases

Within N Mean Std

MCEM 20 7.475 4.236

ML 20 4.945 3.336

Bayesian 20 7.440 4.401

Table 3.7 Repeated measurement ANOVA of MSE among MCEM, ML, and Bayesin estimation

when the boundary solution does not occur

Source DF SS MS F p

Between 19 2,151,965 113,261 175 <.0001

Within 2 9,036 4,518 7 0.0026

Error 38 24,524 645

Corrected Total 59 2,185,527

Table 3.8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MSEs

Within N Mean Std

MCEM 20 233.185 175.140

ML 20 255.685 197.515

Bayesian 20 261.700 211.815

4. 실증 자료 분석

자료 분석으로 이용된 자료는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수행된 출구조사의 자료로

써 지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성별 (남, 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지후보 (새누리당후보, 민주통합당후보, 기타, 무응답)등이집계되었다. 출구조사를시행할

때에성별, 연령, 지지후보를자기기입식으로유권자가조사를거부할경우에는나이와성별만기재하여

지지후보만 무응답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Kwak과 Choi (2014)에서 이용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204개의 선거구별로 재조정하

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출구 조사 때 같이 조사된 성별과 연령 중 성별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대 변수만

이용하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응답은 없다. 지

지후보의경우기타후보에대한지지율이매우미약하여기타후보에대한빈도는분석과정에서제외하

였다. 따라서 지지후보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만 무응답을 가지게 되므로 무응답 지시변수는 한개만 존

재하게 되며 무응답 지시변수와 관찰된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의 설정에 따라 완전임의 결측 (MCAR),

임의 결측 (MAR) 혹은 비임의 결측 (NMAR) 체계에 대한 무응답 모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모의

실험의결과 MCEM 방법이최대우도추정방법이나베이지안추정방법에비하여나쁘지않은결과를

보였기때문에세가지무응답모형에대하여 MCEM 방법을적용하여모형추정을진행하였다.

총 20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 자료에 대하여 모형 추정을 진행하여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면

절약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각 개별 선거구별 예측결과는 Kwak과 Choi (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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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Bautista 등 (2007)이 제안한 MWPE (modified within precinct error)를 이용하였다. 선거 예측결과

이기 때문에 최종 선거가 치뤄진 이후에 실제 후보간의 지지율을 구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당선된 후보

와 차점을 차지한 후보의 지지율을 각각 P1, P2로 표시하고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지지율을 P̂1, P̂2라 할

때 MWPE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MWPE =
2P1(1− α)(P1 − 1)

P1(1− α)− 1
, α =

P̂1/P̂2

P1/P2

실제지지율과예측된지지율간차이가없다면 α = 0이될것이고 MWPE 또한 0으로접근할것이다.

전체 204개 선거구 가운데 비임의 결측 체계 즉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모형을 적용하여 먼저 최대 우

도 추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변방값 문제가 발생한 94개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임의 결측과 비임의

결측 체계하에서 MCEM 방법을 적용하여 모형을 재 적합 하였다.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MWPE 값을

계산한 후에 짝진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MCEM 방법에 의하여

변방값 문제가 해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결측 (MAR)의 예측 정확도가 비임의결측 (NMAR)의

예측 정확도 보다 좋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 예측에 있어서는 임의결측의 가정에 의한 예측이

보다적절할수있다. 이는 Kwak과 Choi (2014), Yoon과 Choi (2014)에서와유사한결론을내릴수있

다.

Table 4.1 Paired sample t-test of MWPE between MAR and NMAR

N Mean Std d̄ Sd t p

MAR 94 -0.0073 0.1470
0.0933 0.0564 16.02 <.001

NMAR 94 -0.1006 0.1454

5. 결론

본연구의첫번째목적은무응답이나결측이발생하였을때무응답대체를수행하기위한것이다. 특

히무응답체계에대한여러가정가운데비임의결측 (무시할수없는무응답)체계를가정하였을때직

면할 수 있는 변방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CEM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통하여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체계 가정 하에서 최대 우도 추정 방법, 베이지

안 추정 방법간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 실험 결과 변방값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베이지안 추

정 방법이나 MCEM의 방법이 최대 우도 추정 방법에 비하여 평균제곱오차와 편향에서 모두 좋은 결과

를 보였으며 베이지안 추정 방법과 MCEM 방법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변

방값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편향에서는 최대 우도 추정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평균제

곱오차에서는 MCEM이가장좋은결과를보였다. 결론적으로 MCEM 방법이변방값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응답

모형의 가정에 따른 예측력을 비교함으로써 무응답 체계에 대한 가정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2012년 대선 출구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204개 중 최대 우도 추정에서 변방값 문제를 발생

시키는 94개 선거구에 대해서 모형 적합을 시도한 후 방법별 예측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MWPE 통계

량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무응답 체계에 대한 가정은 임의 결측

과 비임의 결측으로 나누어 모형 적합을 수행하였고 모두 MCEM 방법을 적용하여 무응답 모형 추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임의 결측 가정에 의한 무시할 수 있는 무응답 모형에서 더 좋은 예측 결과를 보였

다. 결론적으로보았을때우리나라선거예측에있어서는무시할수있는무응답모형을이용하여예측

을수행하는것이더적절하다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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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차원 분할표 형태로 정리된 자료의 분석 기법을 다루고 있다. 다차원 분할표

의차원이증가하거나범주의수가증가하는경우추정하여야하는모수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게되고

추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Dahinden 등 (2010)과 Nardi와 Rinaldo (2012)는 고차원 분할표에 대

한 분해기법과 LASSO 방법을 적용하여 로그 선형 모형에 적용하여 고차원 분할표의 추정 문제를 다루

었다. 추후연구로이와같은기법을적용하여고차원분할표에서의무응답모형추정에대한연구를진

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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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dicting an outcome of election using a variety of methods ahead of the election,

non-response is one of the major issues. Therefore, to address the non-response issue, a

variety of methods of non-response imputation may be employed, but the result of fore-

casting tend to vary according to methods.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electoral

forecasts, we studied a model based method of non-response imputation attempting to

apply the Monte Carlo Expectation Maximization (MCEM) algorithm, introduced by

Wei and Tanner (1990). The MCEM algorithm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MLEs) is applied to solve the boundary solution problem under the non-ignorable

non-response mechanism. We performed the simulation studies to compare estimation

performance among MCEM,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Bayesian estimation

method. The results of simulation studies showed that MCEM method can be a rea-

sonable candidate for non-response model estimation. We also applied MCEM method

to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exit poll data of 2012 and investigated prediction

performance using modified within precinct error (MWPE) criterion (Bautista et al.,

2007).

Keywords: Generalized linear model, imputation, MCEM, missing data, non-ignorable

non-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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