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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통계 방법 중 지역에 대한 어떤 집합체 자료나 평균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간적

자기회귀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모형을 사용한다. 공간적 자기회귀 모형에 정의되는 공간

적 이웃 소지역들은 중점의 거리나 근접성으로 정의된다. Kyung과 Ghosh (2009)는 방향에 따라

서 이웃간 자기상관성의 크기가 다른 확장된 공간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향적 조건부 자기회

귀 (directional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모형은 고유 이방성을 모형화하여 기존의 CAR과정

을 일반화한다. 제시한 방향적 조건부 자기회귀모형의 모수추정으로 마르코프 체인 몬테 카를로 방법

을 기반으로 한 베이즈 추정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모형을 스코틀랜드 그레이터 글래스고우의 로그변

환된부동산가격에적용하여조건부자기회귀모형과비교하였다.

주요용어: 공간자료분석, 베이즈추론법, 이방성, 조건부자기회귀모형.

1. 서론

지리학적 지역 집합이 주어졌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된 관측치들은 거리상 먼 지역 자료의 관측

치에 비해 서로 비슷한 특성을 띄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지리학에서 이러한 특성은 ‘토블러의 첫 번째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Miller, 2004).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특성은 거리상 가까운 지역

들로부터 수집된 관측치들 사이의 자기상관관계가 먼 거리의 관측치들과의 자기상관관계보다 높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격자 또는 지역자료 (Cressie, 1993)로 알려진 지역에 대한 어

떤 집합체 자료나 평균자료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공간통계 방법을 사용한 분석

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통계 방법 중 격자나 또는 불규칙한 공간으로부터 관측된 공간과정은 일

반적으로공간적자기회귀모형을사용한다.

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모형이다. 예를들어 Ha와 Kim (2015)은 재무모

형 중 신용평점모형과 부실예측모형을 구축하고, 기업규모별 자료를 적용하여 모형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 AR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자기회귀 모형은 거리상 가까운 지역들의 상관성을 고려한 공

간적 모형이다. Lee와 Park (2015)은 공간회귀모형 중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이용하여 대구

·경북 지역 단위 면적당 아파트 매매가격을 예측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 자기회귀성을 갖는 공간

과정을사용한다.

관측된 격자 또는 불규칙한 공간의 자료들이 분포되어있는 공간 S를 고려하자. 이 지역은 소지역들,

S1, · · · , Sn으로 나뉘게 되고, S = ∪n
i=1Si, Si ∩ Sj = ∅, i ̸= j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Si로부터수집된반응치 (자료) Yi = Y (Si)에대해서다음과같은일반화선형모형을고려한다.

†
이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3000002610)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1 (132-714)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조교수.
E-mail: mkyung@duksung.ac.kr



1134 Minjung Kyung

E [Y |Z] = g (Z) and Z = µ+ η. (1.1)

여기서 g(·)은 연결함수이고, Y = (Y1, · · · , Yn) = (Y (Si) , · · · , Y (Sn))는 반응벡터이며 Z =

(Z1, · · · , Zn) = (Z (S1) , · · · , Z (Sn))는 공간 잠재 과정이다. 그리고 연구 공간의 추세와 경향성을

설명하는 고정효과인 대규모 변화벡터는 µ = (µ1, · · · , µn) = (µ (S1) , · · · , µ (Sn))이며, 지역적 자기상

관성을 내포한 공간적 임의 효과인 소규모 변화벡터는 η = (η1, · · · , ηn) = (η (Si) , · · · , η (Sn))로 평균

이 0이고분산이 Σ이다.

각 소지역들 Si에 정의되는 대규모 변화값 µi는 모수적 또는 비모수적 회귀함수에 기반한 모수 β와

설명변수들의 전형적인 함수의 형태로 모형화 한다 (van der Linde 등, 1995). 반면, 공간적 임의 효과

ηi에 대하여 적절한 모형을 정의하는 것은 ηi들의 공간적 상관성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의 효과는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공간적 공분산의 추정 역시 적당한 모수 형태의 선택

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유한차원모수 ω의결정적함수로가정한 n× n 공분산행렬

Σ = Σ (ω)은그어떠한표본수 n와데이터로부터추정하는모든수용가능한모수 ω에대해서도양정

치행렬의특성을만족해야한다.

지역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공간적 공분산행렬을 위해 두가지의 다른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적절한 집합체적 공간통계적인 모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Σ 행렬의 원소들의 결정적 함수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건부 공간자기회귀모형은 공분산행렬의 역행렬 Σ−1(ω)의 원소들의 결정적 함

수를 사용한다 (Besag, 1974). Griffith와 Csillag (1993), Rue와 Tjlmeland (2002), Hrafnkelsson과

Cressie (2003)등이 앞서 제시한 두 방법론의 연결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Song 등 (2008)은 스펙트

럼 밀도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가우시안 공간통계적인 모형들이 가우시간 마르코프 임의장 (Gaussian

Markov random fields; GMRFs)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연

구에서 사용된 GMRFs의 대부분은 지역적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인 이방성 (anisotropy)을 고려하지 않

았다. Lindgren 등 (2011)은근사확률적약수렴방법을선형확률적편미분방정식에사용하여 Matérn

계급에서 기저함수 표현으로 가우시안 임의장과 가우시안 마르코프 임의장의 명확한 연결함수를 제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적 설정에서 생긴 역공분산 행렬이나 정밀도 행렬에 Matérn

형태의가우시안모형의구성을제시하기위해유한원소방법들이사용된다.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선형성과 분류모형들을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처리 효과의 가설들을 검정하고 의미있는 대비관계 설정등을 활용한다 (Schabenberger와

Gotway, 2005). 그리고 공간적 선형모형은 소지역들간의 상관성을 가정하고 각 소지역 Si이 근접이웃

지역들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Clifford와 ord, 1981).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역집

합체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된 선형 혼합 모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모형에서 잠재적 공간과

정 Zi는 임의 효과로 적용되며, 이러한 공간적 임의 효과 모형을 위해 조건부 자기회귀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CAR) 모형 (Besag, 1974, 1975; Cressie와 Chan, 1989)과 동시적 자기회귀 (simulta-

neously autoregressive; SAR) 모형이널리사용되어왔다.

가우스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은 임의 효과를 내포한 일반화된 혼합효과 모형이다 (Breslow와 Clay-

ton, 1993). 이러한 가우스 CAR 모형은 상당히 일반적인 규칙조건에서 낮은 차원의 조건부 가우스 분

포가 공간적 CAR 과정의 결합 가우스 분포를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과 베이지안 방법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CAR 모형의 주요 제한 요건 중 하나는

이웃 지역들이 몇몇 거리 측정 방법들로 정의되고 방향의 효과는 완전히 무시된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연구 지역안에서 다른 부분의 지역에 서로 다른 CAR 모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Reich 등 (2007)은 치주질환 분석법으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턱에 별도의 CAR 모

형을 적용하였다. White와 Ghosh (2008)는 이웃지역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CAR 구조 내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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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모수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제된 공간과정이 이방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방

향의 이웃간 자기상관성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적 제한점을 고려하여 Kyung과 Ghosh

(2009)는 고유 이방성을 모형화하여 기존의 CAR 과정을 일반화 시킨 방향적 조건부 자기회귀 (direc-

tional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모형을 제시하였고, 마르코프 연쇄 몬테 카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방법을 활용한 베이지안 추정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임

의 효과 ηi에 적용할 유연한 모형인 DCAR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베이지안 추정법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에적용하여활용성을연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방향적 자기회귀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정방법으로

사후분포에기반한베이지안 MCMC 방법을적용하고추정량의특성에대해서살펴본다. 3절에서는데

이터분석을통해방향적자기회귀모형을실제데이터에적용하며, 4절에서는요약과결론으로끝을맺

는다.

2. 방향적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 (DCAR)

이 절에서는 식 (1.1)에서 정의한 내제된 공간과정 Zi의 공간적 고유 이방성을 모형화하여 기존의

CAR 과정을 일반화한 방향성 자기회귀 모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해와 표기의 편의를 위해 소지역

Si는 이차원 공간에 정의되었다 가정한다. 즉, Si ∈ R2, ∀i. 그러나 이 논문의 모형과 관련된 통계적 추
론 방법은 고차원 데이터에 적용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소지역 Si의 중심좌표를 si = (s1i, s2i)라 할

때, s1i는 수평좌표 (x-좌표)이고 s2i는 수직좌표(y-좌표)이다. 각 소지역 Si와 Sj (i ̸= j) 사이의 각도

를 αij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αij = α(Si, Sj) =

{ ∣∣ tan−1(
s2j−s2i
s1j−s1i

)
∣∣ if s2j − s2i ≥ 0

−
(
π −

∣∣ tan−1(
s2j−s2i
s1j−s1i

)
∣∣) if s2j − s2i < 0

이연구에서우리는이웃지역의방향을설정할때각소지역의중점을사용한다.

Ni를 거리측정의 한 형태를 바탕으로 정의한 소지역 Si의 이웃지역의 인덱스의 집합이라 하자 (i =

1, · · · , n). 각각의 소지역들의 이웃지역들은 파벌 (clique)을 구성해야만 한다. 파벌은 어떤 지역들의

집합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지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집합 내에서 모든 지역은 각각 다른

지역들과이웃관계에있다 (Besag, 1974). 그러므로방향성을가진이웃지역의인덱스의집합을정의할

때 파벌이 형성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각 소지역에 대해서 파벌이 형성되는 방향성 이웃지역의 인

덱스 집합을 잘 정의하는 것은 Hammersley-Clifford 정리 (Besag, 1974)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정의

확장임을쉽게증명할수있다. 그리고전체조건부분포의집합을사용하여공간과정의유한차원결합

분포를쉽게유도할수있다. 그러므로방향성을고려한 Ni의두부분집합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N ∗
i1 = {j : j ∈ Niand (0 ≤ αij <

π

2
or π ≤ αij <

3

2
π)}

N ∗
i2 = {j : j ∈ Niand (

π

2
≤ αij < π or

3

2
π ≤ αij < 2π)}. (2.1)

각 N ∗
i1와 N ∗

i2는파벌을형성하며 Ni = N ∗
i1

⋃
N ∗

i2가되는특성이있다. N ∗
i1은북동남서방향의이웃

지역의인덱스 집합이고, N ∗
i2는 북서남동 방향의이웃지역의인덱스 집합니다. 이러한 이웃지역의인덱

스 집합의 부분집합은 파벌을 형성하는 더 많은 부분집합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 (2.1)에

정의된 두 부분집합을 사용한다. 그리고 소지역 Si의 중점이 주어지지 않거나 중점을 정의하기 불가능

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이웃지역이 중점의 거리가 아닌 근접성으로 정의된 경우이다. 이 경우 방향

성을지닌소그룹으로인덱스집합을분리하는것이쉽지않다. 한가지제안할수있는방법은근접성의

방향을 보고 직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소그룹의 이웃지역 인덱스 집합을

방향성을지닌부분집합으로분리할수있다고가정한다.



1136 Minjung Kyung

방향적 관계성을 지닌 이웃지역의 인덱스의 집합인 N ∗
i1와 N ∗

i2을 기반으로 방향성 무게 행렬 (direc-

tional weight matrices)인 W(1) = ((w
(1)
ij ))와 W(2) = ((w

(2)
ij ))를 정의한다. 예를들어 만일 소지역

Sj에대하여 j ∈ N ∗
i1이면 w

(1)
ij = 1이고 j ∈ N ∗

i2이이면 w
(2)
ij = 1로방향근접행렬을정의한다. 그러면

W = W(1) + W(2)가 성립되고 이것은 일반적인 CAR 모형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정의한 기존의 근접

행렬이된다.

연구 공간의 추세와 경향성을 설명하는 고정효과인 대규모 변화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반성의

손실없이 정준적 일반화된 선형 모형 µi = xT
i β을 가정한다. 여기서 xi는 각 소지역 Si에서 관측된 예

측변수들의 벡터이고, β = (β1, . . . , βq)
T는 회귀계수의 벡터이다. 평활 스플라인과 다항식이 사용된 비

모수적 회귀 함수도 정준적 선형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Wahba, 1977; van der Linde 등, 1995). 식

(1.1)에서정의한모형으로부터

E[Z] = Xβ & Var[Z] = Σ(ω), (2.2)

가 성립함을 알 수있고, 여기서 ω는 공간적 자기상관 모수와 다른 분산 성분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2.2)의 특성치를 바탕으로 (1.1)의 모형은 이산응답자료를 위한 일반화된 선형 모형의 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Shabanberger와 Gotway, 2005). 본 연구에서는 분산행렬 Σ(ω)에 대해 이방성을 고려한 모

형을살펴본다.

δ1과 δ2를 각각 N ∗
i1와 N ∗

i2에 대응하는 방향적 공간 효과로 정의한다. 즉 북동남서 방향의 공간 효

과 모수는 δ1이고 대응하는 무게행렬은 N ∗
i1이며, 북서남동 방향의 공간 효과 모수는 δ2이고 무게행렬은

N ∗
i2이다. j ̸= i인 모든 Zj가 주어졌을 때, 공간과정 Zi의 조건부 분포에 대해 처음 두 적률을 사용하여

평균과분산을구하면

E[Zi|Zj = zjj ̸= i, xi] = xT
i β +

2∑
k=1

δk

n∑
j=1

w
(k)
ij

(
zj − xT

j β
)

Var[Zi|Zj = zjj ̸= i, xi] =
σ2

mi
, (2.3)

이고, k = 1, 2에대하여 w
(k)
ij ≥ 0이고 w

(k)
ii = 0이며 mi =

∑n
j=1 wij이다.

본연구의표기법으로일반적인 CAR
(
ρ, σ2

)
를적용한공간과정 Zi의평균과분산을표기하면

E[Zi|Zj = zjj ̸= i, xi] = xT
i β + ρ

n∑
j=1

wij

(
zj − xT

j β
)

Var[Zi|Zj = zjj ̸= i, xi] =
σ2

mi
,

와같고 wij = w
(1)
ij +w

(2)
ij 이다. 그러므로 δ1 = δ2 = ρ일때 DCAR

(
δ1, δ2, σ

2
)
는 CAR

(
ρ, σ2

)
로축소되

어, 일반적인 CAR 모형이 DCAR모형에중첩됨을알수있다.

완전 조건부 분포들로 부터 Brook의 보조정리 (Brook, 1964)를 이용하여 결합 분포를 유도한다. 이

정리는 양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전 조건부로부터 유일한 결합분포를 구조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해준다 (Besag, 1974; Besag과 Kooperberg, 1995). DCAR모형에서식 (2.1)에서정의된 N ∗
i1와 N ∗

i2는

각각 파벌을 형성하므로 Hammersley-Clifford 정리에 근거하여, DCAR모형의 내재된 공간과정 Zi은

존재하며 유효한 마르코프 랜덤 필드 (Markov Random Field; MRF)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완전 조건부 분포를 가우스 분포로 가정하면, DCAR 과정 Zi의 정확한 결합 분포를 쉽게 유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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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우스 DCAR 모형

내재된 공간과정 Zi의 모형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우스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한다. 이 절

에서는 Brook의 보조정리를 이용하여 CAR의 확장모형인 방향적 조건부 자기회귀 과정의 결합분포를

유도한다.

공간과정 Zj (j ̸= i)가주어졌을때, Zi의완전조건부분포가다음과같다고가정한다.

Zi|Zj = zj , j ̸= i, xi ∼ N

(
xT
i β +

2∑
k=1

δk

n∑
j=1

w
(k)
ij

(
zj − xT

j β
)
,
σ2

mi

)
, (2.4)

여기서, w
(k)
ij k = 1, 2는 방향성 가중치이다. 내재된 공간 DCAR 과정은 마르코프 랜덤 필드임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Brook의 보조정리와 Hammersley-Clifford 정리에 근거하여 유한차원 결합

분포는다음과같은다변량가우스분포가된다.

Z ∼ Nn

(
Xβ, σ2

(
I− δ1W

(1) − δ2W
(2)
)−1

D

)
,

Z = (Z1, . . . , Zn)
T이고 D = diag( 1

m1
, . . . , 1

mn
)이다. 쉬운 표기를 위해 DCAR 과정의 분산공분산 행

렬을 Σ∗
Z ≡ σ2(I− δ1W

(1) − δ2W
(2))−1D와같이표기한다.

적합한 가우스 모형이 되기 위하여, 공분산 행렬 Σ∗
Z은 양정치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분적 방향성 가

중치 행렬 대신 표준화된 방향성 근접행렬 W̃(k) = ((w̃
(k)
ij =

w
(k)
ij

mi
)), k = 1, 2를 사용하면, 유한차원 결

합분포의분산은

ΣZ ≡ σ2
(
I− δ1W̃

(1) − δ2W̃
(2)
)−1

D (2.5)

이다. Kyung과 Ghosh(2009)는 (2.5)에서 정의한 분산공분산행렬 ΣZ 대칭성은 만족하는 것을 설명하

였고, max (|δ1|, |δ2|) < 1일때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정치성을 만족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방

향적조건부자기회귀과정의결합분포는다음과같다.

Z ∼ Nn

(
Xβ, σ2

(
I− δ1W̃

(1) − δ2W̃
(2)
)−1

D

)
. (2.6)

다음으로 관측된 반응값과 설명변수을 바탕으로 DCAR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Kyung과 Ghosh (2009)는 방향적 조건부 자기 회귀 과정의 베이지안 추정법을 연구하였고, Kyung과

Ghosh (2010)에서는 최대우도 추정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Kyung과 Ghosh (2009)가 제시한

방향적조건부자기회귀모형의베이지안추정법을적용한다.

2.2. 베이지안 추정법

이 절에서는 내재된 공간과정 Zi의 가우스 DCAR 모형에 대하여 베이지안 추정법에 근거한 모수 추

정법과관련측도의추정법에대해살펴본다.

베이지안 추정법은 우도함수가 분석적으로 다루기 힘들 때 고려할 수 있는 추정방법으로, 높은 차원

의 모수들을 추정할 때 또는 고차원 적분을 적용하는 우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가우스

DCAR 모형은 고차원 적분을 고려해야하는 우도함수를 갖기 때문에 사후 추정량을 정확한 형태로 유도

하는것이쉽지않다. 특히, 방향성모수 δ1과 δ2는가우스 DCAR 모형의분산공분산행렬에내제된모

수로 수리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우스 DCAR 모형의 모수들은 조건부 사후 분포와

수치적방법을적용한베이지안추정법을사용하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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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우스 DCAR 모형의 우도함수는 공분산행렬에 포함된 δ1과 δ2의 복잡한 비선형적 함수가

된다.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δ = (δ1, δ2)와 θ =
(
βT , σ2, δT

)
로 정의한다. 내재된 공간 DCAR 과정

Zi의결합다변량가우스분포 (2.6)로부터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L(θ|X,z) ∝ |σ2A∗(δ)−1D|−1/2

× exp
{
− 1

2σ2
(z −Xβ)TD−1A∗(δ)(z −Xβ)

}
, (2.7)

A∗ (δ) = I − δ1W̃
(1) − δ2W̃

(2)이고 D = diag( 1
m1

, . . . , 1
mn

)이다. β와 σ2에 부적절 사전분포를 적용

하여 참 사후분포를 유도하는 방법은 Kyung과 Ghosh (20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β와

σ2의 사전분포는 공액사전분포를 사용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δ의 사전분포는 부적절 사전분

포를사용한다. 이러한사전분포는다음과같다.

β|σ2, δ ∼ N
(
β0, σ

2A∗(δ)−1D
)

σ2|δ ∼ IG(a0, b0)

π(δ) =
1

4
I[max(|δ1|, |δ2|) < 1].

조건적 공액사전 분포들과 δ의 사전분포로 부터 모수들의 결합 사후 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있다.

π(θ|X,z) ∝ L(θ|X,z)π(β|σ2, δ)π(σ2|δ)π(δ)

∝ (σ2)−(n/2+p/2+a0)−1 × I[max(|δ1|, |δ2|) < 1]

× exp

{
− 1

2σ2

[
s̃+(β−β̃)T(XTD−1A∗(δ)X+(A∗(δ)−1D)−1)(β−β̃)

]}
. (2.8)

여기에서

β̃ =
(
XTD−1A∗(δ)X+ (A∗(δ)−1D)−1

)−1 (
(A∗(δ)−1D)−1β0 +XTD−1A∗(δ)Xβ̂

)
,

s̃ = σ̂2(n− p) + 2b0 +
(
β0 − β̃

)T
(A∗(δ)−1D)−1β0 +

(
b̂− β̃

)
XTD−1A∗(δ)Xβ̂,

β̂ =
(
XTD−1A∗(δ)X

)−1

XTD−1A∗(δ)z

σ̂2 =
(z −Xb̂)TD−1A∗(δ)(z −Xb̂)

n− p

이고 p는 β의차원이다. 그러므로모수들의조건부사후분포들은

β|σ2, δ,Z ∼ N
(
β̃,XTD−1A∗(δ)X+ (A∗(δ)−1D)−1)

σ2|δ,Z ∼ IG
(
(n/2 + p/2 + a10), s̃

)
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 처럼 δ의 사후분포는 수리적인 추정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

적인 방법으로 사후분포의 표본이 제한구역인 [−1, 1]을 벗어나면 모든 추정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마르코프 연쇄의 과정으로부터 사후분포를 따르는 모수들의 표본을 얻기 위하여, 각 모수들의 시작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내재된 공간과정 Zi의 가우스 DCAR 모형에서 모수 θ의 모수공간 Θ는 Θ ={
θ|β ∈ Rp, σ2 ∈ (0,∞), I[max(|δ1|, |δ2|) < 1]

}
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모수공간 안에서 여러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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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선택하여 병렬체인들 (parallel chains)를 실행하여 사후분포를 따르는 모수들의 표본을 얻는다.

M번의 반복 횟수 중 반을 burn-in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반복횟수들로 부터 사후분포 π(θ|X,z)를 따

르는표본을얻어서사후분석에사용한다.

실질적으로, 조건부 사후분포로 부터 깁스 표집법 (Gibbs sampling)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분

석 팩키지인 WinBUGS (http://www.mrc-bsu.cam.ac.uk/bugs/winbugs/contents.shtml)를 사용

한다. WinBUGS는복잡한사후분포로부터의표집법인 Metropolis-Hastings 표집법과 Slice 표집법도

포함한 베이지안 분석의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DCAR 모형과 CAR 모형의 사후

분포로부터의 표집을 위해 R에서 WinBUGS를 불러들여 베이지안 분석을 하는 R2WinBUGS 패키지

(Sturtz 등, 2005)를사용하여사후분석을한다.

3. 자료분석

이 절에서는 공간 DCAR 모형을 스코틀랜드의 그레이터 글래스고우 (Grater Glasgow)의 평균 부동

산 가격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자료는 Scottish Neighborhood Statistics (SNS) 데이터베이스

(http://www.sns.gov.uk/)에서 구할 수 있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지형다각자료와 좌표가 포함되어

있는자료를 R의 CARBayes (Lee, 2013) 패키지에서쉽게구할수있다.

연구지역은 그레이터 글래스고우와 클라이드 (Clyde)의 건강관련 구분지역 (health board)으로

271개의 중간지역 (intermediate geographies: IG)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IG은 영역넓이의 중앙

값이 124헥타르이고 인구밀도의 중앙값이 4,239명인 소지역이다. 관측된 변수로는 영국 파운드로 관측

된 주택가격 (in thousands)과 10,000명당 범죄율 (crime rate), 방의 갯수 (number of rooms)의 중앙

값, 부동산판매비율 (%)(property sales), 마켓까지의운전시간(분) (drive time to a shop), 그리고각

IG에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의 형태 (type)이다. 반응변수는 주택가격 (House price)이고 type변수는

명목형 변수로 ‘flat’, ‘terraced’, ‘semi-detached’와 ‘detached’의 네수준으로 표시된다. 자료분석을 위

해 type변수는 동일 간격을 가진 순서형 명목형 변수형태로 사용한다. 주택가격은 50,000에서 372,800

영국파운드로관측되어변화량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범죄율은인구 10,000명당각지역에서관측

된총범죄수를기록한것으로 82에서 1,994의범위안에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의도시중심부의범

죄율은인구 10,000명당 8,009건으로이상치라간주되어데이터분석에서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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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atter plot of the average property price in 271 intermediate

geographies of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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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그레이터 글래스고우의 부동산 가격의 중앙값을 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린 분포도가

Figure 3.1에 있다. Figure 3.1을 살펴보면 다른 주변지역들과의 관계가 없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보이

는 몇 몇 지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어두운 진한색을 보이는 부분인데 남동쪽으로 흐르는 얇은

하얀선으로표시된클라이드강의북쪽지역과중심부지역의두부분으로크게나눌수있다.

부동산가격에 자연로그 변환을 적용한 변수를 반응변수 Zi = ln (Yi)로 사용하고 가우스 분포를 가정

한다. 각 변수들간 산점도행렬을 살펴보면 선형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범죄율과 쇼핑센터까지의 운전시

간에 자연로그변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연로그변환된 범죄율과 운전시간을 설명변

수로 대신 사용한다. 산점도행렬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료를 위해 고려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

다.

Zi = Xiβ + ϵi i = 1, . . . , n

Model 1. ϵi ∼ N(0, σ2): iid errors

Model 2. ϵ ∼ N
(
0, σ2(I − ρW̃ )−1D

)
: CAR errors

Model 3. ϵ ∼ N
(
0, σ2(I − δ1W

(1) − δ2W
(2))−1D

)
: DCAR errors.

주어진 자료에 CAR 모형과 DCAR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한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Spiegel-

halter 등 (2002)이제안한편차정보기준 (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을사용한다. 먼저편차 (de-

viance)는

D(θ) = −2 logL(θ|X,z) + 2 log h(z),

로 정의되는데 여기에서 h(z)는 데이터만의 주변확률 함수이고 모든 모형에 일정한 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임의 효과가 포함된 모형에서 정규화 함수 h(z)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

만 우리는 모형들의 DIC값 비교가 목적이므로 정규화 함수 h(z)를 제거한 값을 편차로 사용한다. 편차

는

D(θ) = −2 logL(θ|X,z),

로정의하고, 유효한모수의갯수 pD를

pD = E[D(θ)|z]−D
(
E[θ|z]

)
= D̄ −D(θ̄),

로 정의 한다. 윗 식에서 θ̄ = E[θ|y]는 모수벡터 θ의 사후평균이다. 그러므로 DIC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DIC = D(θ̄) + 2pD.

이론적으로, DIC의 수치가 작은 모델을 선택하는데 DIC와 pD는 MCMC 방법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모형비교의또다른기준으로평균제곱오차

MSE =
1

n

n∑
i=1

(zi − ẑi)
2

를 사용한다. 예측값 ẑi으로는 최량 선형 비편향 추정량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을 계산값을

사용하는데다음과같은형태로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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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Xiβ̂

Model 2. Xiβ̂ + ρ̂

n∑
j=1

w̃ij

(
zj −Xjβ̂

)
Model 3. Xiβ + δ̂1

n∑
j=1

w̃
(1)
ij

(
zj −Xjβ̂

)
+ δ̂2

n∑
j=1

w̃
(2)
ij

(
zj −Xjβ̂

)

베이지안 추정을 위해 서로 다른 세 시작점으로부터 각각 5000번씩 반복 후 앞의 2000번은 Burn-

in으로제거하고나머지 3000번의반복으로얻은사후표본, 즉총 9000개의사후표본을사용한다. 베이

지안 추정치로 모수들의 사후 중앙값을 사용하는데, 사후 분포가 비대칭인경우 중앙값이 로버스트 추정

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모수의 분포도로 구간추정에 사용하는 2.5 백분위수와 97.5 백분위

수를사용한 95% 등꼬리신뢰집합 (credible set; CS)을계산한다.

Table 3.1 Posterior estimates based on fitting differenct models to the property price in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Parameter
iid CAR GCAR

Est. Std.Err Est. 95% CS Est. 95% CS

ρ - - 0.949 (0.826, 0.990)

δ1 - - - - 0.899 (0.557, 0.988)

δ2 - - - - 0.936 (0.742, 0.990)

σ2 0.227 - 2.294 (1.942, 2.738) 2.308 (1.948, 2.754)

Intercept 5.275 0.277 4.946 (4.429, 5.463) 4.947 (4.442, 5.475)

log(crime) -0.207 0.031 -0.169 (-0.227, -0.114) -0.170 (-0.228, -0.113)

Rooms 0.229 0.027 0.250 (0.201, 0.300) 0.250 (0.200, 0.301)

Sales (%) 0.002 0.0004 0.0028 (0.0022, 0.0034) 0.0028 (0.0022, 0.0033)

Type -0.062 0.012 -0.025 (-0.068, 0.019) -0.025 (-0.068, 0.017)

log(time) -0.079 0.025 -0.017 (-0.077, 0.043) -0.016 (-0.076, 0.044)

DIC - -5.225 -4.970

MSE 0.050 0.0435 0.0435

선형모형, CAR 모형 그리고 DCAR 모형의 모수의 베이지안 추정치와 95% 신뢰집합이 Table 3.1에

있다. 이 표를 살펴보면, CAR 모형과 DCAR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치의 값이 매우 유사하다. 세 모형

모두에유의한설명변수들은로그변환된 10,000명당범죄율과, 방의갯수, 그리고부동산판매비율이다.

그러나 선형모형의 부동산의 형태 (type)에 대한 베이즈 추정치는 CAR 모형과 DCAR 모형의 베이지

안 추정치보다 두 배 이상의 작은 값으로 나타났고, 로그변환된 마켓까지의 운전시간 (log(time))에 대

한 베이즈 추정치는 다른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치 보다 세 배 정도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주의할 점은

표준오차와 함께 고려했을 때, 선형모형에서는 type과 log(time)이 유의하지만, 95% 신뢰집합을 고려

한 CAR 모형이나 DCAR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치의 경우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산의추정값을살펴보면독립오차의경우추정값이공간자기상관모형들의 10배정도작게나타

난다. 이는 공간적 임의 효과를 고려하면 부동산 형태와 로그변환된 마켓까지의 운전시간은 부동산 가

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부동산 형태와 마켓까지의 운전시간은 공간적 상관성의 효

과로 설명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형모형에서는 부동산 형태와 로그변환된 마켓까지

의 운전시간은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고 분산 추정값이 작지만, 공간적 임의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의 효과로 설명가능한 부동산 형태와 마켓까지의 운전시간은 유의하지 않고 분산 추정값

이커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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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median house price
 from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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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diction: CAR

Predicted median house price
 from D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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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diction: DCAR

Figure 3.2 Predicted property price in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CAR 모형의공간효과모수 ρ의추정치는 0.949로 DCAR의방향적공간효과모수들은 δ1과 δ2의추

정치인 0.899과 0.936 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효과 모형에서도 유의한

양의 공간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북동남서 방향의 공간상관관계 (0.899)가 북

서남동 방향의 공간상관관계 (0.936)보다는 수치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AIC와 BIC를 비교

하면 DCAR 과정보다는 CAR 과정이 조금은 더 그레이터 클래스고우의 부동산가격 분석 모형에 적합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시할 만 하다. 마찬가지로 평균제곱오차 (MSE)를 살펴보면, 독

립오차의 경우보다 공간자기상관 모형들의 경우 더 적합함을 알 수있다. 그러나 CAR 과정과 DCAR

과정은어느모형이더좋다고평가할수없을만큼평균제곱오차값이유사하다.

Residual plot of median house price
 from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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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idual: CAR

Residual plot of median house price
 from D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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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idual: DCAR

Figure 3.3 Residual plots of the property price in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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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와 Figure 3.3는 공간자기상관을 임의효과에 포함한 모형들의 추정분포도와 잔차분포도이

다. Figure 3.2를살펴보면왼쪽그림을통해공간자기상관의효과로거리상가까운지역의값은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을 통해 방향성을 포함한 효과의 추정값도 북동남서 방

향과북서남동방향의지역의값이비슷한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다. 공간자기상관을모형

에 포함시키면 전체적인 공간패턴은 매끄러워지고, CAR 모형과 DCAR 모형의 분포도가 매우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Figure 3.3의 잔차분포도를 살펴보면 공간자기상관 모형들의 잔차들이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큰 경향성은 없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공간자기상관의 효과로 거리상 가까운 지역의 값을

비슷하게 만드는 영향으로 지역전체의 잔차에 존재하는 경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앞의 표에서 설

명한 것 처럼, DCAR 모형과 CAR 모형의 차이가거의 없고 부동산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CAR 모형과

DCAR 모형이사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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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atterplot of regional estimated rates from DCAR versus those from CAR for the property price in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The straight has slope 1. Thus, if the predicted values from DCAR are

similar to the predicted values of CAR, points are close to the straight line.

Figure 3.4를 보면 DCAR 공간모형의 예측치 (�)와 CAR 공간모형의 예측치 (◦)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레이터 클래스고우의 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추정한 DCAR 추정치와 CAR

추정치의 비율에 대한 산점도로, 예측값이 관측된 값과 유사할 수록 기울기 1인 직선식에 더 가깝다는

의미를 갖는다. DCAR 예측치와 CAR 예측치 모두 직선식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료는 CAR 모형이

DCAR 모형의특수한형태로표현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4. 결론

격자 또는 지역자료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CAR 모형의 주요 제한 요건 중 하나는 이웃 지

역들이 몇몇 거리 측정 방법들로 정의되고 방향의 효과는 완전히 무시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방향

적 조건부 자기회귀 (directional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모형은 고유 이방성을 모형화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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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R 과정을 일반화 시킨 모형이다. 즉,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공간적 자기상관 무게를 부여하는

CAR모형의 한계에 대하여 강한 방향적 직교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공간 임의 효과에 포함하여 일반화

시킨것이 DCAR 모형이다.

스코틀랜드 그레이터 글래스고우의 로그변환된 부동산 가격에 가우스 분포를 가정하며 공간 임의 효

과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공간자기상관의 효과로 거리상 가까운 지역의 값을 비슷하게 만드

는 영향으로 지역전체의 잔차에 존재하는 경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간자기상관 모형들의 잔차들이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큰 경향성은 없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효과 모형

에서도유의한양의공간효과를확인할수있으며, 방향성을고려했을때북동남서방향의공간상관관계

(0.899)가 북서남동 방향의 공간상관관계 (0.936)보다는 수치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DCAR 모형과 CAR 모형의차이가거의없고스코틀랜드그레이터글래스고우의부동산가격을예측하

는데는 CAR 모형과 DCAR 모형이사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2절에서 정의한 이웃지역의 인덱스 집합의 부분집합은 파벌을 형성하는 더 많은 부분집합으로 나뉠

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향성에대한부분집합의갯수를늘리면더많은수의모수를추정해야하는문

제가발생하며, 적당한수의부분집합의갯수를구하는방법을앞으로의연구주제로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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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nts or averages over arbitrary regions are often analyzed using conditionally au-

toregressive (CAR) models. The spatial neighborhoods within CARmodel are generally

formed using only the inter-distance or boundaries between the sub-regions. Kyung and

Ghosh (2009) proposed a new class of models to accommodate spatial variations that

may depend on directions, using different weights given to neighbors in different direc-

tions. The proposed model, directional conditionally autoregressive (DCAR) model,

generalized the usual CAR model by accounting for spatial anisotropy. Bayesian in-

ference method is discussed based on efficient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sampling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s of the parameters. The method is illustrated

using a data set of median property prices across Greater Glasgow, Scotlan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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