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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추정(Small Area Estimation) 기법의 최신 동향 연구

김순영

｜

요

약

｜

전국 규모의 대규모 표본설계는 대분류 혹은 중분류상의 통계량에 정도
(precision)를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므로 소분류 내의 추정은 정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지역 또는 도메인에 작은 크기의 표본이 배정되어 추정의
정도가 낮을 때 사용하는 소지역 추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지역추
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단위수준자료(unit level data)와 지역수준자료(area level data)
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개발원에서 2013년까지 연구되었던 고용분야의 소지역 추정
연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신 소지역 기법의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선형혼합모형, 베이지안모
형, 커널(kernel)을 이용한 혼합모형 그리고 스플라인(spline)을 이용한 혼합모형과 같
은 준모수적 또는 비모수적 소지역 추정법과 추정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페인 52개 지역의 소득 관련 예제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해
본 결과 표본의 개수가 큰 경우는 경험적 베이지안, 표본의 개수가 작은 경우는 계
층적 베이지안 방법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용어 : 소지역 추정, 모형기반 추정법, 혼합모형, 베이지안모형,
비모수 혼합모형, 준모수 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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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소지역 추정(small area estimation)은 배정된 표본크기가 작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 교
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변수의 특성으로 분류된 소영역(small domain)에 대한 통계
를 생산할 경우 배분된 표본의 수가 작아 정확한 추정이 힘들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용되는 통계적 추정 방법이다.
소지역(small area)이란 통상적으로 시·군·구 또는 센서스 기본단위 등 지리적으로 규
모가 작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리학적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
정연령, 소득계층, 성별, 인종, 산업소분류 등으로 구성된 작은 부모집단(subpopulation)
즉, 인구사회학적 집단 또는 산업형태에 따른 집단과 같은 다양한 소영역을 의미한다.
소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함에 따
라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예산의 분배와 지역 계획수립에서 소
지역 단위의 통계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는 추세이다. 뿐만 아
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또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부문에
서도 소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 소득·소비·빈곤, 보건 등과 같은 대부분의 표본조사는 전국 규모 또는
시·도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도 단위보다 작은
소지역 추정을 위해 각 소지역에 해당되는 표본자료만 가지고 직접조사 추정을 하게 되
면 그 지역에 배정된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표준오차가 매우 커지게 되어 추정값이
신뢰성을 잃게 된다.
소지역의 표본크기가 작은 이유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조사에서 주어진 정도
(precision)에 맞추어 표본의 크기를 정하면 비용 등의 제한으로 인해 소지역에는 작은
수의 표본만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소지역에 대한 직접추정은 충분한 정밀
도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모든 소지역 통계가 공표 수준의 정도를 얻을 수 있도
록 표본설계를 하게 되면 필요한 표본수가 크게 늘어나므로 시간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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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국의 모든 시·도 이하 단위 또는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소영역에 대한 통계 작
성을 위해 새로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과 조사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소지역 추정 기법이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출처의 자료의 이용 및 적용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하여 조사자료와 조사자료 또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그리고 자료 보정과
모의실험을 통해 안정성 평가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표본설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정도(precision)를 만족하는 통계
를 생산할 수 있는 소지역 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과 비용 효율적이면서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00년을
전후로 세계적으로 조사 표본설계 단위보다 작은 지역 또는 다른 영역(domain)을 추정하
는 추정 통계의 공표가 본격화되었다.
소지역 추정에 관한 해외의 연구는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지역 추정 기
법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Pfeffermann(2013)과 Rao(2003)는 소지역 추정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Chung 등(2003), Datta 등
(1999), Khoshgooyanfard와 Monazzah(2006), Pereira 등(2013), Ugarte 등(2009), Yeo 등
(2008) 그리고 You 등(2003)은 소지역 실업률의 추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은 정부기관과 전문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소지역 추정 기법에 상당한 이론적 결과를 축적하여 정부 차원의 통계조사인 인
구, 소득, 노동력, 농업, 보건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 국가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는 질병, 사망률 등과 같
은 공중보건에 관련된 소지역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개인소득(PCI, Per capita
income), 가구소득과 같은 소득 관련 통계를 위한 다양한 소지역 추정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시군구별 실업률
과 관련된 고용통계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 들어 가계소득 및 보건 등과 같
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기존의 소지역 추정 방법들을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한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Lee(2002), Kim과 Choi(2004), Kim
등(2008), Kwon과 Kim(2010), Kim과 Kim(2010) 그리고 Kim(2011) 등은 고용분야의 실업
자수 추정, Kwon 등(2011)과 Lee와 Kim(2015)은 가계소득 분야, Park(2015)과 An 등
(2015)은 보건 분야, Woo 등(2014) 그리고 Lee 등(2017)은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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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으로는 통계개발원에서 행정자료를 보조정보(Auxiliary Information)로 이용
한 소지역 추정연구를 2007~2013년까지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며, 이는 해외사례 중심
및 우리나라 고용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 그간 통계개발원에서 잠정 중단되었던 소지역 연구를 다
시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소지역 추정법과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정 기법을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소지역 추정법은 설계기반(design-based) 추정법, 간접(indirect) 추정법, 모
형기반(model-based) 추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기반 추정법은 조사된 자료 그 자
체만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간접 추정법은 해당 지역의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지역의 조사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형기반 추정법은
간접 추정법에서 사용하는 통계정보 또는 이전의 연구결과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들
을 보조정보로 하여 모형에 근거한 방법이다.
소지역 추정에 있어 설계기반 추정법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수로 인해 표
본오차(sampling error)가 커지며 비효율적인 추정치가 산출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추정법과 모형기반 추정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모형기반 추정법은 그
외의 방법에 비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외 국가에서도 모형기반 추정법을
적용하여 소지역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모형기반 추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모형과 센서스 자료, 지역의 행정자료, 인근 소지역의 통계정보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조정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여 추
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모형기반 추정법은 양질의 보조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정확한 소지역 추정이 가능하
므로 보조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보조정보의 이용수준의 관점
에서 모형기반 추정법을 분류해보면 지역단위의 값인 지역수준의 보조정보(area leve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모형화한 지역수준모형(Area-level model)과 조사단위의 개별값
인 단위수준의 보조정보(unit leve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모형화한 단위수준모형
(Unit-level model)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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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진(binary), 범주형 또는 시계열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자료 그리고 지수족
(exponential family)에 속하는 분포를 따르는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 GLM)과 일반화혼합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에 대한 연구가 Ghosh 등(1998), Marker(1999), Noble 등(2002) 등에 의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Yeo 등(2008)은 패널자료의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소지역 추정에 활용
하였다.
대부분의 모형기반 소지역 추정법은 모수적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회귀모형, 선형혼합모형 그리고 베이지안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선
형혼합모형에 커널(kernel)과 스플라인 평활(spline smoothing)을 적용하여 확장한 비모수
적(nonparametric)·준모수적(semiparametric) 방법이 소지역 추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Opsomer 등(2008), Salvati 등(2010) 그리고 Jeong과 Shin(2012, 2013)은 비모수적·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에 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소지역 추정 방법을 살펴보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혼합모형,
베이지안모형 그리고 준모수적·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한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소지역 추
정 기법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전통적인 소지역 추정법과 이와 관련된 여
러 가지 추정모형을 정리하고 3절에서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혼합모형,
베이지안모형, 혼합모형을 준모수·비모수적 방법으로 확장시킨 기법 그리고 추정량의
효율성 평가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페인 52개 지역의 소득 관련 예제 데이터에 전
통적인 방법, 혼합모형,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연구내용 요약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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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지역 추정 방법론
본 절에서는 소지역 추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추정방법을 정리하고 관련된 소지역
추정모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소지역 추정법(Small Area Estimation)
소지역 추정(small area estimation)이란 공표되고 있는 통계표보다 더욱 세세한 항목을
대상으로 한 추정을 말한다. 소지역 추정법은 추정하고자 하는 세부 영역에 작은 규모의
표본이 배정되어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의 정도가 나쁠 경우, 표본규모를 확대
하지 않고 표집오차의 증가를 줄이면서 추정에 대한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를 작성하는 기법이다. 즉, 표본규모를 조사목적에 맞춰 생성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의해 생성된 행정자료 및 기 생성된 조사자료 등을 보조정보로 활용해 신뢰수준을 갖춘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인근의 세부영역들을 결합하여 세부영역들의 그룹을 만들고 그 그
룹 내에서 세부영역들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유사한 인근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좀더 정도 높은 추정값을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지역 추정법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인근의 조사결과나 행정자료 또는 센서스 등 다른 통계조사 정보를
조사된 자료에서 얻은 직접 추정한 값과 결합하여 세부영역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
법이다.
일반적으로 소지역 추정법은 설계기반 추정법(직접 추정법), 간접 추정법 그리고 모
형기반 추정법으로 구분된다.

가. 설계기반 추정법(Design-Based Estimation)
설계기반 추정법은 표본조사에서 통계생산 단위에 배정된 조사된 표본만을 이용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료기반(data-based) 추정법 또는 직접 추
정법(direct estimation)이라 한다.
이는 보조변수(Auxiliary data)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이로 인한 추정량을 직접 추정량(direct estimator)이라 하고 일반적인 형태는 식
(3.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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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   는 소지역  번째 통계생산 단위에서 조사된 표본들의 집합 그리고   는
소지역  에서 조사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에 대한 설계가중치(design wight)이다.


해당 소지역  에서 변수   에 대한 직접 추정량(
  )은 조사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
계에서 산출한 가중치   와 관찰된 자료   들의 일차결합으로 표현되며, 표본자료와
설계가중치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정량이다.
가중치   는 식 (3.1)의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이 되도록 산정된다.
따라서 직접 추정량은 편향이 없는 추정량으로 불편성(unbiasedness)을 만족한다. 그러나
해당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분산이 커져 추정의 정도가 떨어지
게 된다. 또한 소지역에 따라 표본 크기가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게 되면 추정량의 분산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추정량의 신뢰성 차이로 인해 통계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
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서스 또는 행정자료와 같은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추정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소지역 추정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지역 추정법으로 간
접 추정법과 모형기반 추정법이 있다.

나. 간접 추정법(Indirect Estimation)
간접 추정법은 해당 소지역의 행정자료 또는 센서스 자료 그리고 추정하고자 하는
소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다른 소지역에 관한 통계정보를 보조정보로 이용하는 추정법이
다. 이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소지역에서 직접 추정량이 충분한 정밀도를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역들로부터 “정보를 빌려오는(borrow
strength)”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표본크기를 증가시켜 결국 추정의 정도를 높
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간접 추정법은 합성 추정법(synthetic estimation)과 복합 추정법(composite estimation)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추정하고자 하는 소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다른 소지역들의 정보
를 이용하여 추정한 추정량을 간접 추정량(indirect estimator)이라 하며, 합성 추정량
(synthetic estimator)과 복합 추정량(composite estimator)으로 구분된다.

1) 합성 추정법(Synthetic Estimation)
합성 추정법은 간접 추정의 한 방법으로 Cassel 등(1987)은 소규모 지역이 대규모 지
역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대규모의 지역으로부터 얻어진 불편 추정량을 소
지역에 대한 추정값 유도에 사용하는 기법을 합성 추정법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추정값을 합성 추정량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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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추정량은 대지역의 정보를 빌려서 소지역 추정의 정도를 높인다. 그러나 해당
소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지역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되기 때문에 직
접 추정량에 비해 그 추정오차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해당 소지역이 속해 있는
하위그룹 내의 소지역들에 대한 정보가 해당 소지역의 것과 동질적이라는 가정이 성립
하지 않게 되면 편향(bias)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합성 추정량은 직접 추정량과 달리 소지역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보조
변수  를 이용한다. 즉, 추정하고자 하는 소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관심변수  에 대한 소지역 통계를 계산한다.
대영역을  개의 소지역으로 분할하고 대지역의 특성 기준에 따라  개의 범주로 분




류한다면  범주에 대한 총계는   



  ,  지역에 대한 총계는   








 가

된다.

표본조사로부터  영역에 대한 총계인   의 직접 추정량 
  를 얻을 수 있다. Purcell
과 Linacre(1976)는 소지역  에 대한 총계   의 추정량으로 다음과 같은 함성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3.2)







여기서   는 센서스 또는 행정자료 등 보조변수의 정보에서 얻어진  소지역의  범
주의 보조정보 값 그리고   




 로,


단 총계  의 직접 추정량 
  

식 (3.2)의 지역별 추정량을 모두 합하면 모집



   와 같아진다는 일치성을 갖는다.







 
  








(3.3)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1968)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던 합성 추정량
은    대신에    을 사용했는데,    을 사용한 추정량은 일치성을 갖지 않
는다.

  


   
  으로 식 (3.2)는
  는 일반적으로 비추정량의 형태를 갖는다. 즉, 

   

아래 식 (3.4)와 같이 표현된다.



 




   
  
  


   
  



- 8 -


  
  
  







(3.4)




  가 근사적으로 설계기반 불편성(design-based unbiased)을 갖는다면 
   의 편의는

식 (3.5)와 같다.



 
      








 

 

 

 
 



(3.5)

여기서        일 때 편의가 0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
우에는 편의가 발생하는 편향 추정량이 된다. 특수한 경우로   를  지역,  영역의 모집
단 크기   로 놓으면 
   
  일 때 편의가 0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매우 제
약적이어서 합성 추정량의 편의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합성 추정량 
   의 정확성에 대한 측도로는 일반적으로 아래 식 (3.6)과 같은 평균제
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고려한다.






 
     
      
  

(3.6)

Ghosh와 Rao(1994)가 제시한 것과 같이 
  는  소지역 총계   의 직접 추정량이고,




  와 
   의 공분산  
   
      이라 가정했을 때 
   의 MSE의 근사적 불편 추정
량은 식 (3.7)과 같다. 여기서  
   은   
   의 불편 추정량이다.



 
    
   
    
  

(3.7)

합성 추정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심변수와 관련이 있는 보조정보가 존재해야 하며
그 보조정보가 관심변수와 관련이 높을수록 더 좋은 추정량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지
역과 소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같다는 조건하에서 소지역의 관심변수에 대해 추정하므로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직접 추정량과 합성 추정량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복합 추정법이다.

2) 복합 추정법(Composite Estimation)
복합 추정법은 직접 추정법과 합성 추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추정량과 합성 추정량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 이는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수가 충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직접 추정량의 불안정성과 합성 추정량의 편의를 서로 보완해
주며 이렇게 두 추정량을 가중 평균한 추정량을 복합 추정량(Composite Estimator)이라


한다. 복합 추정량(
  )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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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기서 
  는 소지역  에서 직접 계산한 추정값이며, 
  는 합성 추정값을 나타낸
다. 그리고   는 적당하게 선택된 임의의 가중값( ≦   ≦  )이다.
  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은 가중치   를 고정

계수로 두는 방법인데 이는 추정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
는다.
가중치를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복합


추정량의  
   를 최소로 하는 최적의 가중값을 찾는 방법이다. 식 (3.8)에 대한
MSE는 식 (3.9)와 같다. 여기서   는 소지역  에 대한 모수값이다.






 
       
          
  
 

          


  
 



(3.9)

 



식 (3.9)에서 
  과 
  의 공분산을 0으로 가정하면,  지역 총계에 대한 복합 추정량


 
   의 MSE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가중값(   )은 식 (3.10)과 같다.

 
  
    


 
      
  

(3.10)



위 식의 추정값은 분자에 식 (3.7)의 MSE 추정값 그리고 분모에 
   
   을 대
입하여 식 (3.11)과 같이 계산된다.


 
  

    



   
  

(3.11)

추정된 가중치를 이용하면 복합 추정량은 식 (3.12)와 같다.




   
   
     
   
 

(3.12)

가중치를 결정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Drew 등(1982)과 Sarndal과 Hidiroglou(1989)는
각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크기를 이용하여 가중값을 결정하는 아래와 같은 단순가중값을

- 10 -

제안하였다.
Drew 등(1982)은 전체표본크기(  )와 소지역  에서 추출된 표본크기( )의 비율
    을 가중값으로 이용하는 식 (3.13)을 제안하였다.


 ≧   일 때

       
 그렇지 않을 때






(3.13)



여기서     는 각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가중값,   는 알고 있는
값으로  소지역의 모집단 크기이며   의 직접 불편 추정량은 
      이다.  는
합성 추정량의 기여도를 결정해주는 부분으로 합성 추정량 부분의 편의를 보정하기 위
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노동력 통계조사(Canadian Labour
Force Survey)의 경우    를 사용한다.
직접 추정량의 신뢰도가 완전히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합성 추정량의 가중치가 0
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직접추정값이 곧 복합추정값으로 선택된다. 그렇지 않
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추정값과 합성 추정값의 가중평균값으로 복합추정값이 계
산된다.
이와 같은 가중값을 이용하여 구한 추정량을 표본크기 의존 추정량(sample-size dependent
    
estimator, 
)이라 하며 식 (3.14)와 같이 표현된다.
 
    



  
 
       
 

(3.14)

이외에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크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Sarndal과 Hidiroglou(1989)는
아래 식 (3.15)와 같은 각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가중값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는 합성 추정량의 영향을 나타내고 Drew 등(1982)의  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상수값이다. Sarndal과 Hidiroglou(1989)는 일반적인 경우    의 사용을 제안했다.

 ≧   일 때




     
 





 


 그렇지 않을 때

(3.15)




복합 추정량 
  의 정확성에 대한 측도로는 일반적으로 아래 식 (3.16)과 같은 MSE
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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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또는 
   의 MSE(mean squared error)의 근사적 불편 추정량은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조사구 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음의 값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
안으로 잭나이프(Jackknife)1) 추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잭나이프 추정법은 추정량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아 계산 및 응용이 쉽고 추정 결과도 신뢰할 만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추정량들의 MSE 추정을 위한 추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3.17)과 같다(Kwon, 2007).



 
    
 
    
 
  



 

여기서, 
 
    










(3.17)






  


     
  ,
    








  


  
         
     
  .
   




여기서, 
    는  번째 조사단위를 제외하고 계산된 추정량이다. 합성 추정량 계산


시에는 
  대신 
  를 대입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합성 추정량과 복합 추정량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유도과정에서 분포 가정이 없고
분산과 편향이 확률분포로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형과 무관(model free)하다
는 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된 자료에 기반을 둔 합성 추정량과 복합 추정량은 표본 수
가 비교적 많고, 대지역과 소지역의 관심 값에 대한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만족될 경
우에는 사용할 만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소지역 추정치에 있
어서 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won과 Kim, 2008).
또한 간접 추정법은 해당지역의 조사자료 및 지역을 포함한 더 큰 지역의 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므로 보조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지역 간 변
동(between area variation)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 모형기반 추정법(Model-Based Estimation)
모형기반 추정법은 소지역 내 포함되는 보조변수인 공변량(covariate)을 통해 모형을
생성하고 적합된 모형을 이용하여 소지역의 원하는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근 소지
1) 잭나이프(Jackknife) 방법은 MSE 등의 통계치를 계산할 때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줄이거나 확인하기 위
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각 추정량의 잭나이프 MSE 추정은 추정량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아 계산
및 응용이 쉽고 추정 결과도 신뢰할 만하다는 장점이 있다(kw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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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추정 시 모형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지역 추정 시 모형에 근거한 추정 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첫째, 소지역들을 연결하고 있는 모형 구조가 소지역 간의 복잡한 오차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역 간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소지역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표본자료로부터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형의 자료뿐만 아
니라 범주형 자료 및 시계열 자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모형화하여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모형기반 추정법으로 소지역 추정량들과 연관 있는 많은 측도들
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03).
모형기반 추정법에서는 보조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보다 정밀한 소지역 추정이 가능
하므로 보조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간접 추정법에서 사용하는
센서스 자료, 지역의 행정자료, 인근 소지역에 관한 통계정보 또는 이전의 연구결과 등
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보조정보로 이용된다.
그리고 적절한 모형의 설정은 설계편향(Design bias)을 하므로 MSE도 작아지게 된다.
또한 자료에 따라 다양한 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정도 높은 모형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모형 설정은 편향을 크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모형기반 추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모형과 적절한 보조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추
정량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데 특히 어떤 모형 기반 추정량을 쓰더라도 질적
으로 우수한 보조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유용한 보조변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모형기반 소지역 추정법은 모수적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회귀모형 추정법(Fay-Herriot method; FH),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적 추정법(Spatial
Method), 혼합모형(Mixed Effect) 추정법 그리고 베이지안(Bayesian) 모형을 이용한 추정
법 등이 있다.
베이지안 접근법으로는 사후분포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추정되는 경험적 베이지안
접근 방법(Empirical Bayesian method; EB)과 미지의 모형 모수들이 사전분포로부터 추출
되는 확률변수를 갖는 계층적 베이지안 접근 방법(Hierarchical Bayesian method; HB) 등
이 있다.

라. 국내 연구 사례
본 절에서는 전통적인 소지역 추정 방법인 직접 추정법, 합성 추정법 그리고 복합 추
정법을 적용한 분석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Lee와 Kim(2003)은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실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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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2001년 5월과 6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추정법을 적용하여 5개 구별 실업자수를 추정하였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체의 실업자수 산출을 위해 87개의 표본조사구를 조사
하고 있다.
<표 3-1>는 직접 추정법, 합성 추정법 그리고 복합 추정법을 이용하여 5개 구별 실업
자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S.E는 표준오차( 
 )이고 CV는 상대표준오차
(= SE/추정값 *100)이다.
<표 3-1> 광주 광역시 구별 소지역 추정 결과
(단위 : 명, %)

직접 추정법
합성 추정법
복합 추정법
표본
조사구수 실업자수 SE
CV 실업자수 SE
CV 실업자수 SE
CV
동구

10

2,526

서구
2001년 남구
5월
북구

15

38.64

2,362

281

11.9

2,395

270

11.27

5,700

1,164 20.42

5,344

627

11.73

5,469

552

10.09

16

5,360

1,137 21.21

4,398

518

11.78

4,602

471

10.23

34

7,792

1,256 16.12

8,895

1,046 11.80

8,513

804

9.44

광산구

12

3,774

830

21.99

4,153

482

11.60

4,173

417

9.99

동구

10

2,075

602

29.01

2,370

364

15.36

2,306

311

13.49

서구
2001년
남구
6월
북구

15

6,680

1,151 17.23

5,483

855

15.59

5,949

706

11.87

16

5,259

1,124 21.37

4,463

694

15.55

4,713

680

14.43

34

8,181

1,496 18.29

9,057

1,407 15.53

8,704

12

3,417

광산구

976

816

23.88

4,239

662

15.62

3,940

1,025 11.78
514

13.05

일반적으로 소지역 추정 통계를 공표할 때 표본의 변동성 즉,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공표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지역 통계는 CV
25%(보통 20~25%)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CV가 작을수록 이용자의 통계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소지역 추정에 있어 큰 관심사이다.
<표 3-1>에 의하면 직접 추정량은 표본조사구가 적은 동구와 광산구에서 상대표준오
차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매우 불안정한 반면, 합성 추정량과 복합 추정량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고 정확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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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소지역 추정 모형
소지역 추정방법 중 모형에 기반을 둔 소지역 추정은 활용 가능한 보조변수의 자료
수준에 따라 지역단위의 값으로 모형화한 지역수준모형(Area-Level model)과 조사단위의
개별 값으로 모형화한 단위수준모형(Unit-level model)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혼합모형과 베이지안모형을 제외한 모형기반 추정법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소지역 추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였다. 소지역 추정이론에 관
한 많은 부분은 대부분의 추정 기법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Rao(2003)를
참조하였으며 용어도 대부분 이에 따랐다.

가. 지역수준모형(Area-Level Model)
지역수준모형은 지역과 관련된 직접 추정량과 보조자료를 결합하여 소지역에 대한
특성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조변수에 대한 개별 측정값인 단위수준자료를 활용할 수
없거나 보조변수로 소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자료(area level data : aggregate level data)만
존재할 경우에 사용된다. 가구소득, 고용통계 등 대다수의 소지역 분석모형이 지역수준
모형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식 (3.18)과 같다.

               ⋯   ,       ⋯    

(3.18)

여기서 
  는 직접 추정량,   는 보조자료,  는 소지역으로  은 소지역의 수이며  는
보조정보의 수이다.

1) 회귀모형 추정법(Regression Estimation)
모형기반 추정법 중 회귀모형 추정법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보조변수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식 (3.18)과 같은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예측통계량을 이용하여 식 (3.19)와 같은 회귀 추정량(
   )을
구한다.

     
  
     ⋯   
   

(3.19)

여기서 
  는  번째 소지역 추정값이며,   ⋯   는 이에 해당되는 보조변수이고

  는 추정된 회귀계수이다. 만약 보조변수 자료가 지역수준(Basic area level)이 아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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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개별단위수준(Unit level) 형태로도 존재한다면 회귀 추정량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같은 단위수준모형(Basic unit level model)을 이용한 추정도 가능하다.

2) 공간 추정법(Spatial Estimation)
모형기반 추정법은 양질의 보조변수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보다 정밀한 추정이 가능
하므로 다른 자료기반 추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조정보
는 추정의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유용한 보조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Shin과 Lee(2003)는 충분한 보조정보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관심변수의 공간상관관계
가 존재한다면 관심변수의 이웃정보를 보조변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추정량을 공간 추정량(spatial estimator)이라 하고 공간정보
외의 보조변수가 전혀 없을 경우의 공간 추정량(
    )은 식 (3.20)과 같다.


  
 

(3.20)

여기서 
  는  번째 소지역 추정값이며, 는  번째 소지역의 이웃 지역으로부터 얻
어지는 이웃정보(Neighborhood information)를 나타내는 변수로 한 지역과 접하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계산되어지는 관심변수의 합계 또는 평균 등과 같은 적절한 통계량이고

 는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얻어지는 추정계수이다.

이 방법은 관심변수가 공간상관관계가 있어 이웃정보가 추가적인 정보로서 유용할
경우에 정도 높은 추정이 가능하다. 공간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Moran’s Ⅰ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0.2 이상이면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열려져 있다. Moran’s Ⅰ를 구하는 방법은 Kaluzny 등(1998)을 참조하면 된다.
공간통계자료는 크게 지리통계자료(Geostatistical data)와 격자자료(Lattice data)로 구분
되는데 소지역 추정을 위한 자료는 격자자료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
한 것은 각 자료의 공간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웃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웃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웃을 정의하는 방법은 각 지역의 공간적 위치와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각 지역의 상호교류 내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Cressie(1993)는 일반적으로 이
용되는 위치와 거리를 기준으로 이웃을 정의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방법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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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경계를 공유하면 이웃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 방법은 지역이 정해지면 쉽게 사용 가능하다.
②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이웃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는 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 간 거리(행정구역 기준의 각 시군구청
간의 거리, 경계면의 길이)를 미리 조사한 후 임계값을 정하여 그 값 이내에 들어가면
이웃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③ 최근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특정한  개를 이웃으로 하기로 결정한 후 거리
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개를 이웃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④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 : ①~③은 거리 또는 경계선 길이에 상관없이 이웃은 모
두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거리 또는 공유 정도에 따라 영향
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웃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비교는 Lee와 Shin(2008)에 자세히 나와 있다. Kim 등
(2008)은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한 이웃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웃정보시스템
의 선택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공간회귀 추정법(Spatial Regression Estimation)
관심변수의 공간상관관계가 유의하고 그 외의 활용 가능한 보조정보가 존재할 경우,
즉 이웃정보 자료와 보조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공간회귀모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추정량의 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공간회귀 추정량(
      )은 식 (3.21)과 같다.

       
  
     ⋯   
     
 

(3.21)

여기서   ⋯   는 식 (3.19)와 같은 보조변수이며   는 식 (3.20)에서 정의한 이웃
정보 변수 그리고 
 ⋯  
 와 
 는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얻어지는 추정계수이다.

4) 선형결합 추정법(Linear Combined Estimation)
선형결합 추정법은 간접 추정법의 복합 추정법과 같이 직접 추정량과 다른 추정량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가중치로 선형결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불편 추정량인 직접 추정량과 분산을 줄일 수 있는 모형기반 추정량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모형기반 추정량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추정량과
선형결합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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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직접 추정량과 회귀 추정량의 선형결합 추정량(
       ), 직접 추정량과
공간 추정량의 선형결합 추정량(
       ), 직접 추정량과 공간회귀 추정량의 선형결합
추정량(
         )과 같이 가중치를 이용하여 선형결합함으로써 직접 추정량의 변동
성과 모형기반 추정량의 편향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된다.
직접 추정량과 공간회귀 추정량과의 선형결합 추정량인 
        는 식 (3.2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22)

여기서 가중치      는 식 (3.10)을 이용하여 다음 (3.2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23)

그러나 MSE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식 (3.24)와 같이 각 추정량의
분산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3.24)

나. 단위수준모형(Unit-Level Model)
단위수준모형은 조사단위(unit)별로 자료값(  )과 보조자료( )가 존재할 때 이를 이
용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단위 개별값으로 모형화한다.
보조변수 자료를 개별단위로 얻을 수 있다면 지역단위 자료만으로는 다룰 수 없던
여러 가지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중 관심변수가 이항반응 자료인 경우는 아래와 같
이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소지역 추정에 적용할 수 있다.
 지역  번째 단위(unit)의 이항반응변수를   라 하고 보조변수    ⋯    역시 소지

역 내 개별단위로 존재한다고 할 때, 여기서  는 소지역(   ⋯   ),  는 각 소지역에
서의 조사단위(    ⋯   ) 그리고  는 보조정보의 수이다.
이항관심변수의 성공확률(  )은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은 식 (3.25) 또는 식 (3.2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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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변수의 일부는 질적변수(qualitative variable)일 수도 있으며 로지스틱회귀모형에 관
한 자세한 사항은 Agresti(2002)에 나와 있다
  
log           ⋯     

   

(3.25)

exp         ⋯      
    
  exp         ⋯      

(3.26)





이때   는 서로 독립이며   ∼     를 따르므로 관심변수인 소지역 비율

 







  은 
 



 는  번째 소지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추정량 
   
 이며 








이 된다.

제3절 모형기반 추정법의 최신 동향
본 절에서는 소지역 추정 기법 중 모형기반 추정과 관련하여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
는 혼합(Mixed Effect) 모형, 베이지안(Bayesian) 기법을 활용한 모형 그리고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커널 및 스플라인 평활을 활용한 비모수적·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혼합모형(M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소지역 추정
최근 소지역 추정 시 모형에 기반한 추정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형기
반 추정법 중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최근 활용도가 높은 모형 중의 하나가 선형혼합모
형(Linear Mixed Effects Models)이다.
선형혼합모형은 선형모형(Linear Models)에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랜덤효과
(Random Effects)가 함께 포함된 모형을 말한다. 고정효과는 자료에서 고려되는 요인의
모든 수준들(levels)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며, 랜덤효과는 요인의 여러 수준들 가운데 임
의 추출된 표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표본의 특성이 반영되는 효과이다.
따라서 요인에 의해 이질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거나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때 고정
효과와 랜덤효과를 모두 고려한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다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
들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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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h와 Rao(1994)는 다음과 같이 모형기반 소지역 추정 모형을 정리하였다.
크기가  인 모집단  가  개의 소지역의 모집단   ,    ⋯   으로 구성되어있


고,  번째 소지역의 모집단   의 크기를   라고 하면



 



  이 된다. 연속형 관심

변수  에 대해 크기  인 표본을 추출하되 각 소지역에서 얻어진 표본크기를  라 하면,




 



  이 된다. 또한   를  번째 소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집합 그리고  를 이 소지역

에서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집합이라 하면     ∪ ,    ⋯   이다. 각 소지역   에
서 관심변수에 대한 모수를   (  ⋯ , 예를 들어 소지역의 총계 또는 평균)라고 할
때, 표본집합   의 관심변수와 보조정보만을 이용하여 관심모수   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수준의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의 보조정
보     ⋯    가 관심모수   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번째 소지역의 관심모수
  는 식 (3.27)과 같이 보조변수를 이용한 선형회귀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3.27)

여기서   는 양의 상수,      ⋯   는 회귀계수벡터 그리고  는 지역에 따른
랜덤효과(area-specific random effect)를 나타내는 모형오차로  ∼     를 가정한다.
또한 모수   에 대한 직접 추정량(
  
    )은 모집단의 값   와 표본추출오차
(sampling error)   에 의해 식 (3.28)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     를
가정한다.

  
       

(3.28)

위의 모수와 보조변수 간의 모형인 식 (3.27)과 직접 추정량과 모수 간의 모형인 식
(3.28)을 결합하면 직접 추정량과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소지역에 대한 랜덤효과를 가정
하는 식 (3.29)와 같은 지역수준 혼합모형을 얻을 수 있다.

  
              ,     ⋯  

(3.29)

이와 같은 결합모형(joint model)은 고정효과  와 소지역 랜덤효과  를 갖는 선형혼
합모형으로 일반혼합선형모형(general mixed linear model)의 특별한 경우이다. 특히, 설계
기반 확률변수(design-based random variable)   와 모형기반 확률변수(model-based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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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다. 여기서  는 소지역의 동질성
(homogeneity)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
역의 관심모수      ⋯    를 추정 또는 예측하는데 있다. 이러한 모형을 흔히
Fay-Herriot(1979) 모형이라고도 한다(Rao와 Yu, 1994; Rao, 2003). 일반적으로   의 분산 
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되지만 실제는 알려지지 않아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Henderson(1950)은 일반혼합선형모형의 선형불편 추정량 중 MSE를 최소로 하는 최
량선형불편예측(best linear unbiased predictor; BLUP)을 제안하였다. 식 (3.29)의 관심모수
  에 대한 Henderson의 BLUP 추정량은 지역랜덤효과(  )의 분산   가 모든 지역에서 동

일하다는 가정하에 식 (3.30)과 같다(Prasad와 Rao, 1990).
 


  

         


(3.30)

여기서 
 는 자료에 의해 얻어진  의 최소제곱 추정량(least squares estimator)이고
               이다.  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분산에서 랜덤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를 모형화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소지역 내 표본수
가 많을수록 이 값은 커진다.
BLUP는 가중치  를 갖는 직접 추정량(
  
    )과 가중치     를 갖는 회귀 추
정량   
 의 가중평균으로 표본분산   이 작을 경우 BLUP 추정량은 직접 추정량 
 
에 큰 가중치가 부여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귀 추정량   
 에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 모형에서 직접 추정량은 공변량의 선형성을 가정한 것으로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소지역 모수 추정값의 편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Ghosh와 Rao(1994)는 일반화혼합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경험적 최량선형불편예측
(empirical best linear unbiased predictor; EBLUP)을 구했다. 이는      이 알려져 있


지 않을 경우  을 표본 데이터로부터 추정하여 
  로 대체하여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의 추정은 제한최대우도 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을 많
이 이용하며 그 밖에도 적률법(Method of Moments; MM)이나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한다.
Fay와 Herriot(1979)은 미국의 1,000명 이하 규모의 소지역에 대한 1인당 소득(PCI,
Per capita income)의 추정(    log 
  ) 시 식 (3.29)의 모형을 처음 소지역 추정에 적용하
고 Fay-Herriot model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이 모형은 미국의 지역별 빈곤층 학령 아동
자료 추정(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등에 다양하게 변형되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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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준의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만약 단위수준의 자료가 존재하여  번째 소지
역의  번째 관측치   와 보조변수      ⋯    가 있고, 관심변수(  )가 보조변
수와 관련이 있다면 식 (3.31)과 같은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     ⋯   ,   ⋯

(3.31)

여기서         ⋯     는  개의 지역 관련 보조변수 벡터,  는 고정효과로
보조정보   에 관련된 모수벡터,  ∼      는 지역에 따른 랜덤효과를 나타낸다. 그
리고   는 표본오차로   ∼     를 가정한다.
이를 각 소지역별로 행렬 및 벡터기호로 나타내면 다음 식 (3.32)와 같다.
             ,   ⋯

(3.32)

여기서          ⋯      ,      ⋯      ,        ⋯       그리
고          ⋯       ∼       이다.   은 모든 성분이 0이고 길이가  인 벡터
이다.
식 (3.32)를 모든 소지역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소지역에 대해 열방향으로
쌓아올리면 식 (3.33)이 된다.
      

(3.33)

        ⋯     ,       ⋯     ,        ⋯     ,
      ⋯    ∼     
  그리고         ⋯     ∼      이다. 서로
다른 소지역 간의 랜덤효과 및 오차가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면 
       ⋯    ,

여기서

      ⋯    이 된다.

이때 랜덤효과  와 오차항  이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면 각 분산 성분  와   이 주
어진 경우 로그우도함수는 식 (3.34)와 같다.
 
(3.34)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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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4)를 최대로 하는  와  는 BLUP 이론에 의해 식 (3.35)와 같은 BLUP 추정값
을 구할 수 있다(McCulloch와 Searle, 2000).

                


     
       



(3.35)

단           ,      ⋯       
     이다.
이 추정과정에서 필요한 분산공분산 행렬  과  는 ML 또는 REML 등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조사되지 않은 관심변수  (∈ )의 예측치는   
    
  와 같이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관심모수   (=지역별 평균, 
  ),    ⋯   의 소지역 추정량은
식 (3.36)과 같다. 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ao(2003)를 참조하기 바란다.
 
 



   



     
∈  



∈  


 

   
   ,    ⋯  



(3.36)

단위수준모형은 설명변수의 설명력이 높을 경우에 단위수준의 자료를 분석한 직접
추정량을 이용하는 지역수준모형보다 원자료에 대한 정보가 직접 활용되므로 모형의 효
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EBLUP 방법은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지역 추정에 응용되어왔
다. EBLIUP 추정량은 랜덤효과( )와 표본오차(  )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하지 않으
나 효율적인 MSE의 추정을 위해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하기도 한다.
선형혼합모형은 연속형 변수를 위한 것이지만 이산형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2절
에서 설명한 로지스틱회귀모형에 혼합모형의 랜덤효과 개념을 도입하면 로지스틱혼합
모형(Logistic mixed model)이며 아래 식 (3.37), (3.38)과 같이 정의된다.
  
log           ⋯       
    

(3.37)

exp         ⋯        
    
  exp         ⋯        

(3.38)





여기서  는 소지역 차이에 따른 효과로 이를 랜덤효과로 간주한다.  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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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반응변수, ⋯ 는 설명변수이며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추정량

   
  ⋯    ⋯,   ⋯를 구하여 관심모수인 소지역 비

 
율 







 를 계산하면  번째 소지역 추정량 
 



 에 대한 로지스틱혼합모형




  을 얻을 수 있다.
추정량 
로지스틱혼합모형을 소지역 추정에 응용한 연구로는 Gonzalez 등(2007)과 Jeong과
Jung(2009) 등이 있다.

2. 베이지안모형(Bayesian Model)을 활용한 소지역 추정
소지역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소지역 추정 방법과 혼합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통계적 모형을 사용한 베이지안 방법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베이
지안 방법이 모형을 통해 소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웃한 지역들로부터 정보를
빌려옴으로써 추론의 정도를 높여 보다 신뢰성 있는 추정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코프 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계산의 발전으로 인
해 비록 모형이 복잡하더라도 베이지안 추정값과 이에 관련된 표준오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소지역 추정 문제에서 베이지안모형을 사용한 분석이 매우 활발
히 적용되고 있다(Kim, 2005).
소지역 추정을 위한 베이지안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사후분포를 추정하는 경
험적 베이지안 접근방법과 미지의 모형 모수들이 사전분포로부터 추출되는 확률변수를
갖는 계층적 베이지안 접근방법이 있다.

가.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
통계적 문제는 흔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개의 모수를 포함하게 되
며, 이를 모형화할 때 이 모수들의 결합확률모형은 이들 사이의 의존관계를 반영해야 한
다. 따라서 관측된 자료를 어떤 모수의 조건부로 모형화하고 모형화된 모수는 다시 초모
수(Hyperparameter)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모수에 의존하는 확률분포로 모형화된다. 여기
서 먼저 초모수가 주어졌을 때 사전분포를 생각하고 다음으로 초모수에 대해 초사전분
포를 고려하여 모형화가 이루어진다(Kim, 2005).
계층적 모형은 비계층적 모형에 비해 자료를 잘 적합시키기에 충분한 모수를 사용하는
데 이때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모수 내 종속성을 구조화함으로써 과대적합(overfiting)의 문
제를 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계층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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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베이지안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 HB)은 계층적 모형(hierarchical
model)에 베이지안모형 및 MCMC 기법의 일종인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2)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이 방법을 이용한 추론은 비교적 추론의 정확도가 높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도 해결 가능하다.
베이지안 계층적 모형과 경험적 모형의 일반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우선, 베이지
안 계층적 모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식 (3.39)와 같다.
(ⅰ)   ⋯        ⋯      ∼        

(3.39)

(ⅱ)    ⋯      ∼       
(ⅲ)  ∼   

ⅱ

ⅰ

ⅱ ⅲ

여기서 단계( )은 우도를 결정하며, 단계( )와 ( )은 사전분포에 해당한다. 단계

( )의 사전분포가 가지는 모수  를 초모수라 하고, 초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를 초사전분
포(hyperprior distribution)라 부른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형을 계층적 베이지안모형이라
한다. 이때    ⋯    의 사전분포는 식 (3.40)과 같이 주어지며,    ⋯    은 더 이상 독립
이 아니다(Kim, 2005).
    ⋯     

∏


 

     

(3.40)

단계(ⅲ)과 같이 초모수 분포를 설정하여    ⋯    의 사후평균을 구하는 것을 계층적
베이즈 분석이라 한다. 반면 단계(ⅲ) 대신    ⋯    의 주변확률분포에 근거하여 초모수
 를 추정한 후 이를 사후분포에 대입하여 구한 “추정된   ⋯  의 사후분포”를 추론에

사용하는 것을 경험적 베이즈 분석이라 한다.
경험적 베이지안모형(Empirical Bayesian model; EB)은 자료가 주어진 관심모수들의
사후분포는 처음에 얻어지고 모수모형들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모수모형들은 자료
의 주변분포로부터 추정되며, 추론은 추정된 사후분포에 기반을 둔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식 (3.39)의 단계(ⅱ)에서 초모수  를 알지 못하지만,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추정 후, 그 추정값 
 를 단계(ⅱ)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단계(ⅲ)을 가정
하지 않는다. 이때 자료들의 주변분포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식
(3.39)의 (ⅰ)과 (ⅱ)만 사용하며,    ⋯   의 주변분포함수는 식 (3.41)과 같이 구해진다.
2) 깁스 샘플링 방법은 반복적 마코브 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표본기법으로서 저차원의
밀도함수로부터 표본을 생성함으로 결국 확률변수의 결합확률분포로부터 표본을 생성하여 결합확률분포
와 주변확률분포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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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1)

이때     ⋯      를 최대화하는  를 구하여, 이를 추정치 
 로 사용한다. 따라서
(ⅱ)에 
 를 대입한   
 를 사전분포함수로 사용하여 사후분포     ⋯     
 를 구
한 후 베이지안 추론을 한다.
경험적 베이즈 분석의 특징은 모수에 대한 어떤 사전분포를 생각할 때 이 사전 분포
가 가지는 모수인 초모수(hyperparameter)를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즉, 관측값의 주
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로부터 초모수를 추정한다.
이와 달리 계층적 베이즈 분석은 사전분포를 단계적으로 모형화한다. 첫 번째 단계
는 초모수가 주어졌을 때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를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는 초모수에
대한 초사전분포(hyperprior)를 생각한다. 흔히 모수공간 상에 균일한 분포를 초사전분포
로 사용한다.
경험적 베이즈와 계층적 베이즈 추정 모두 사전정보에서 불확실성을 인식하여 사전
분포를 생각한다. 그러나 두 방법의 차이점은 계층적 베이즈 절차는 사전분포가 가지는
초모수에 초사전분포를 고려함으로써 사전정보에서의 불확실성을 모형화하는 반면, 경
험적 베이즈 절차는 모르는 초모수를 최우추정법, 적률법 혹은 UMVUE 등을 사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추정된 사전분포를 사용한다.
점추정 면에서 두 방법은 흔히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정량과 관
련된 표준오차 계산 시 경험적 베이즈 방법은 미지의 초모수를 추정함으로 발생하는 불
확실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작게 추정(underestimate)하게 된다. 따라서 계층
적 베이즈 방법이 경험적 베이즈 방법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다.

나. 경험적 베이지안모형(Empirical Bayesian Model ; EB)
앞 절에서 살펴본 EBLUP는 선형혼합모형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소지역 추정량에 적
용되는 이론이다. 선형혼합모형의 랜덤효과( )와 표본오차(  )에 정규성을 가정하여
EBLUP를 추정하면 그 추정량은 경험적 베이즈(EB) 추정량과 일치하게 된다. 또한 뒤에
서 살펴볼 계층적 베이즈(HB) 추정량과도 근사적으로 같게 된다.
소지역 추정을 위한 EB 추정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자료  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분포(conditional density)       와     를 이
용하여

관심모수

의

사후분포(posterior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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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한다.

여기서

      이다.

(ⅱ)  의 조건부 분포     로부터 모수  를 추정한다.
(ⅲ) 추정된 사후분포함수(estimated posterior density)     
 를 이용하여 관심모수 
를 추정한다.
이와 같이 구해진 EB 추정량은 사실상 빈도론자(Frequentist) 입장에서는     의 결
합분포에 대한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식 (3.29)에서  와   에 대하여 정규성을 가정하면 3.1절의 혼합모형은 아래와 같은
2단계 계층모형(Two-stage hierarchical model)으로 표현되며, 
      의 결합분포는 평균
이       , 분산이           이고, 상관계수가            인 이
변량 정규분포가 된다.

ⅰ
(ⅱ) 

( ) 
   ∼        ,     ⋯   이고 독립이다.


∼           ,     ⋯   이고 독립이다.




위의 모형에서   의 평균제곱오차인 ( 
     
      )를 최소로 하는 추정
량을 베이즈 추정량(Bayes estimator)이라 하며 이는 식 (3.42)와 같다.



  
            
         
         

(3.42)

여기서           이며 사후분포는 식 (3.43)과 같다.

  
       ∼  
           

(3.43)


베이즈 추정량(
  ∼              로부터 얻어지는 모수
  )은 주변분포 

     에 의존하므로 모수      를 ML 또는 REML 추정량
 
   으로 대체하여 식

(3.44)와 같은 
 를 얻는다.






  
  
 
   
 
     
    


(3.44)


  
앞에서  와   에 대하여 정규성을 가정을 했으므로 식 (3.44)의 
과일
 은 




치한다. 또한 
  는 추정된 사후분포     
  
 
   ∼  
  
    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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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추정량의 장점은 어떠한 함수       에 대해서도 EB 추정량을 찾을 수 있다
는


것이다.


 

EB

추정량은

   
       에

모수에

대한

추정량



 
  을

베이즈

추정량

대입하면 된다.

  

  


의 MSE는 
와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는 정규분포 하에서

동일하기 때문에다. Jiang 등(2002)은 EB 추정량의 MSE 추정에 잭나이프(Jackknife)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잭나이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다.

1단계 : 
        ⋯  로부터  번째 지역의 자료 
      를 제외하고  와  



의 추정량 
  와 
   를 계산한다. 이때의 EB 추정량을 
     
  
   
    로 나


타낸다.  개의 
  , 
   그리고 
   를 얻는다.

 
2단계 : 
   


3단계 : 
  



  




  
  

 




   를 계산한다.

 


 
    

   를 계산하여 편향을 수정한다.

      





4단계 :  
   의 잭나이프 추정량   
   
   
  를 계산한다. 
  는

모수( ,  )가 주어졌을 경우 MSE에 대한 추정량이며, 
  는 모수( ,  )를 추정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MSE에 대한 변화량을 추정한다.

다. 계층적 베이지안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 : HB)
소지역 추정을 위한 HB 추정법은 다음과 같다.

ⅰ

( ) 사전분포(prior density)    가 주어지고 자료  와 모수  가 주어졌을 때, 조건
부 분포함수(conditional density)는       에 대하여       와     로 구해
지며, 이를 이용하여 사후분포(posterior density)       를 구한다.

(ⅱ) 관심모수가      라면 사후평균(posterior mean) 
       와 사후분
산(posterior variance)      으로부터 추정 가능하다.

이렇게 구해지는 HB 추정량은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EB 추정 방
법과 유사하나 모형 모수(  )에 대한 사전분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식 (3.29)의 선형혼합 모형을 HB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를 알고 있는
경우는 (ⅲ)을 활용,  을 모르는 경우에 (ⅲ) 대신 (ⅳ)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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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   이고 독립이다.
(ⅱ)     ∼         ,    ⋯   이고 독립이다.
(ⅲ)   ∝
(ⅳ)           ∝   , 여기서    은  의 사전분포이다.
HB 방법에서는 모형 모수       에 대한 사전분포가 명시된다.   에 관한 추
론은 주변 사후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주어진 자료 
             ⋯  에 대


한 조건부 분포     
  를 이용하여 추론을 한다. 여기에서 
 은 직접추정값 
  이다.

특히   는 사후분포의 평균       에 의해 추정되며, 추정량의 변동은 사후분포의 분
산     
  에 의해 추정된다.
우선  을 알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에 관한 사전분포를 배정한다.  의 사전
분포가 상수에 비례(i.e improper prior)한다고 하면, EB 추정량인 사후평균   
     와
EB 추정량의 분산인 사후분산   
     는 식 (3.45)와 같다. 이는  와   가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한 EBLUP 추정량 그리고 EBLUP 추정량의 MSE와 같게 된다.

 

        
      

 

  
            









(3.45)



실제 대부분의 경우  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와  에 관한 사전분포    와
    를 가정하고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여 주변사후분포    
  을 이끌어 낸다. 이를

이용하여 식 (3.46)과 같이 HB 추정량인 사후평균      을 구한다. 이는 일차원 수


치적분에 의해 계산된다. 좀더 복잡한 모형에 대한 고차원 수치적분은 MCMC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3.46)



식 (3.46)을    
     로 표현하면, 사후분산     
  은 식 (3.47)과 같다. 여기


에서    
     는     
  에 관한 분산을 의미한다.


  
              
    



(3.47)

과거에는 베이지안 추정방법을 이용하다 보면 적분 등의 많은 계산량으로 인해 어려
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MCMC 방법이나 깁스샘플링 방법 등을 이용하게 되며 이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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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포함되어 있는 통계패키지도 나와 있다.

3. 비모수적·준모수적 기법을 활용한 소지역 추정
대부분의 모형기반 소지역 추정법은 모수적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많은 모수적 추정모형이 개발되었다. 모수적 모형에서는 사용하는 함수의 형
태가 알려져 있어야 한다. 최근 모수적 모형을 넘어선 다른 방법을 통해 모형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수적 회귀모형(parametric regression model)은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보조
자료와 관심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후, 예측값을 이용
하여 소지역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수적 모형기반 중 가장 쉽게 이용 가능한 방
법으로 적절한 보조변수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식 (3.19)와 같은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예측통계량을 이용하여 소지역 추정량을 구한다.
이에 반해 비모수적 회귀모형(nonparametric regression model)은 회귀함수를 미리 설정
하지 않고 단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군으로만 가정하고 이 함수를 추정한 후 얻
어진 추정값을 이용하여 소지역 추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선형관계를 해석하
는 모형으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상점 및 특이점이 존재할 경우 모수적 회귀모형은 비모수적 회귀모형에 비해
이상점의 존재가 추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소지역 추정에서는 특히 그 영향력
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점 및 특이점이 존재할 경우 추정의 정확도에 상대적으
로 영향을 덜미치는 비모수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비모수적 회귀모형의 추정법으로는 커널 추정(kernel estimation), 급수 추정(series
estimation), 평활 스플라인 추정(smoothing spline estimation)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평활 스플라인 추정 방법은 선형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한 방법으로 사용이 편리하
며 성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모수적 모형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형혼합모형에 커널과 스플라인
평활을 적용하여 비모수적·준모수적 방법으로 확장시킨 모형을 살펴보았다.

가. 비모수 혼합모형(Nonparametric Mixed Effect Model)
비모수 혼합모형은 Jeong과 Shin(2012)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기존의 선형혼합모형
에 커널을 적용하여 비모수적 방법으로 확장시킨 방법이다. 즉,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식 (3.41)을 식 (3.48)과 같이 확장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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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48)

여기서  ⋅  는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함수 그리고  ⋅  는 소지역  에 해당하는 랜
덤효과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보조변수들을 단변량인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함수  와  가 충분히 매끈하면  가  근방에 있을 때    와    는 식 (3.49)
와 같은 근사가 성립한다.
   

    ≈      ′        ⋯         
  



  

    ≈     ′        ⋯         
  



(3.49)




           ⋯       , 
           ⋯      ,



     ′    ⋯     이다.
      ′    ⋯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식 (3.48)의 비모수적 혼합모형은 식 (3.50)과 같은 선형혼합모형으로 근사가
가능하다. 즉,  ≈  일 때 식 (3.48)을 식 (3.31)에서 식 (3.32)의 선형혼합모형과 똑같은
형태로 근사시킬 수 있다(Jeong과 Shin, 2012).
           

(3.50)

            
      

여기서,          ⋯       ,        ⋯      ,          ⋯       ,
         ⋯       이고,         ⋯     ,       ⋯     ,

       ⋯     ,       ⋯    ,         ⋯    

여기서  ∼      
  을 가정하면 선형혼합모형을 위한 로그우도함수 식 (3.34)는
아래 식 (3.51)과 같이   근방에서의 국소로그우도함수(local log-likelihood)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3.51)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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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커널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인 확률밀도함수 그리고  는 평활모수(smoothing
parameter)이다. 식 (3.51)을 최적화하여 얻어지는  와  의 첫 성분값들이 각각  와
  의 추정치 또는 예측치가 되므로  에서의  의 예측치는 이들의 합으로 정하면 된

다. 즉, 관심모수   (= 지역별 평균 
  )    ⋯   의 비모수적 소지역 추정량은 식
(3.52)와 같이 얻어진다.
  
  



   



     
∈  



∈  

  


      ,    ⋯  



(3.52)

근사식의 차수  와 를 높여 근사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복잡성
이 증대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와 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나. 준모수 혼합모형(Semiparametric Mixed Effect Model)
준모수 혼합모형은 선형혼합모형에 스플라인 평활 등을 적용하여 비모수적 방법으로 혼
합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Opsomer 등(2008)은 비모수적인 추세를 표현하기 위한 벌점 스플라
인(penalized spline)에 선형혼합모형의 랜덤효과를 포함하는 준모수 혼합모형을 제안하였다.
식 (3.53)과 같은 단순한 모형을 고려하자. 여기서   는 서로 독립으로 평균 0이고 분
산이  이며,  ⋅  는 알려지지 않은 함수이다.
         

(3.53)

 ⋅  를 P-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추정한다면 식 (3.54)와 같이 근사가 가능하다.
                 ⋯      



  







   

(3.54)

여기서,  는 스플라인의 정도(degree of the spline),   는 함수  I     ,
  ⋯   는 매듭점(knot)의 집합 그리고      ⋯     와      ⋯     는 모

델의 모수적(parametric) 부분과 스플라인(spline) 부분의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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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서 설명한 단위수준 자료를 분석하는 선형혼한모형에 대해 아래 식 (3.55)와
같은 절사선형스플라인(truncated linear spline) 모형을 가정한다. 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우선    인 경우에 한해 수식을 전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인 경우는 쉽게 벡터
로 일반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3.55)

여기서 스플라인의 매듭점( )의 매듭접의 개수  는 표본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며
보통 관측된  값들의 분포의 분위수들로 정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고정효과 부분을
과다적합(overfitting)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복잡성에 대해 벌점을 주는 벌점회귀
(penalized regression)를 이용해 스플라인 모수들을 추정한다. 이는 주어진 상수    에
대해 식 (3.56)을 최소로 하는  값들과  값들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3.56)

이상의 절차에 의한 추정 결과는 Ruppert 등(200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값들을 랜
덤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BLUP이론을 적용한 것과 같아지게 된다.
또한 위 과정 중에 벌점 모수  까지 함께 자료값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벌
점 모수 결정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Jeong과 Shin, 2013). 이상
의 내용을 식 (3.31)에 대입해 결합하면 식 (3.57)과 같은 선형혼합모형 형태로 표현된다.
  
   
          

(3.57)

여기서, 
       , 
       ,             ⋯     
그리고    ⋯    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BLUP 이론을 랜덤효과 성분이 두 개인
경우로 확장 적용하면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 성분의 모수들의 BLUP를 얻을 수 있고 이
들을 이용해 원하는 소지역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준모수 혼합모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량(
)은 식 (3.58)과 같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Opsomer 등(2008)과 Jeong과 Shin(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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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4. 추정량의 효율성 평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소지역 추정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
어 졌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Rao
(2003)을 참조하면 된다.
첫 번째는 단순회귀모형의 기울기와 결정계수(  )를 이용하여 추정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Brown 등(2001)과 McEwin 그리고 Elazar(2006)에 의해 연
구되었으며 직접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임을 활용하여 비교대상 추정량의 불편성을 진단
한다. 이는 직접 추정량을 종속변수 그리고 비교대상 추정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절편이
없는 단순회귀모형으로 만든 후 이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얻어지는 기울기와 결정계수
  를 하는 비교하는 방법이다. 직접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므로 적합된 회귀모형의

기울기가 1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가 1에 가까울수록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에 가깝다
는 의미가 된다. 기울기가 1에 가까우면 직접 추정량과 비교대상 추정량은 거의 같은 크
기의 편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값이 1보다 크게 작다면 직접 추정량과 많은 차
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좋은 추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커버리지(Coverage)를 이용하여 추정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 추정량의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 구간에 각각의 추정량에서 얻어진 추
정치의 몇 퍼센트가 포함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비교대상 추정량이 편향이 없고 분
산이 작다면 대부분 이 구간에 포함되어 높은 커버리지를 보일 것이고, 비교대상 추정량
이 편향이 있고 분산이 작다면 신뢰구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작거나 없을 경우도 발생하
여 낮은 커버리지를 보일 것이다. 또한 편향은 없으나 분산이 너무 커도 직접 추정량의
신뢰구간과 겹치는 부분이 작게 되어 낮은 커버리지를 보일 것이다. 직접 추정량의 분산
은 매우 크며 따라서 95% 신뢰구간 또한 매우 크므로 비교통계량은 100%에 가까운 커
버리지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한다. 만약 커버리지가 100%에 비해 작은 값을 갖
는다면 이는 비교 추정량의 편향이 크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대
부분의 모형기반 추정량은 편향은 있으나 직접 추정량에 비해 분산이 작은 경향을 가지
고 있다.
세 번째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방법이다. 여러 개의 소지역을 합치게 되면 그
지역에 포함된 표본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직접 추정량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여러 소지역을 합쳐가면서 각 추정량에서 얻어진 추정치들을 직
접 추정량과 비교하는 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만약 지역이 커져 자료의 수가 늘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정량과 모형기반 추정량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모형
기반 추정량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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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차를 이용한 비교통계량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오차의 크기, 편향 그리고 상대적인 효율성 등을 측정하여 추정
량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추정량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통계량은 평균제곱오차(MSE), 상대오차
(Relative error; RE) 등으로 소지역  의 참값을   , 각 추정량을 
  라고 할 때 식
(3.59)~(3.61)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모든 비교통계량은 Rao(2003)가 사용한 정의를 사
용하였으며,   ⋯ 은  번째 소지역을 의미한다.
우선, 오차의 크기를 측정하는 통계량은 식 (3.59)이다.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오차에 관한 통계량이고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는 MSE와 유사한 개념으로 절대적인 오차 크기에 관한 통계량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오차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오차(RE)와 상대오차 절대값
(Absolute relative error; ARE)이 있다. RE와 ARE는 상대적인 오차 크기를 가늠하는 통계
량으로 절대적인 오차가 크다고 해도 상대적인 오차가 작다면 그 값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ARE는 MSE나 MAE로는 측정할 수 없는 “상대오차”의 개념을 볼 수 있는 통
계량이다.
그리고 편향(Bias)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은 식 (3.60)과 같은 상대편향(Relative bias;
RB)이 있다. 추가로 추정량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통계량은 식 (3.61)
과 같은 상대적 효율성(Relative efficiency; EFF)이 있다. 이는 각 추정량에 대한 MSE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값으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추정량 
  의 MSE 값에 비해
비교대상 추정량 
  의 MSE 값이 작다는 것이므로 EFF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효율적
인 통계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MSE 대신 RE를 대입하면 상대오차를 이용한 효율성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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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3.59)

마지막으로 소지역 추정 통계를 공표할 때 일반적으로 공표기준으로 삼고 있는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있다. CV는 추정값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지역 통계는 CV 25%(보통 20~25%)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CV가 작을수록 이용자의 통계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므로 이를 줄이는 것
은 소지역 추정에 있어 큰 관심사이다. CV는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것으
로 분자에 해당하는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비교통계량을 이용하여 추정량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MSE 그리고 RE 등과 같은 각
각의 비교통계량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참값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값을 알 수 없기 때
문에 표본조사에서 관찰된 실제 자료를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참값   를 구한다. 그리고
표본자료로부터 잭나이프 또는 붓스트랩3)(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일부 자료를 반복
 

추출하여 각 소지역 추정량 
  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
게 되면 소지역별로 각각의 비교통계량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의실험을 이용
한 방법을 잭나이프 분산추정법 또는 붓스트랩 분산추정법이라 한다.
추정량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소지역 추정 방법을 선택할 때 MSE 등의 다양한 비교
통계량이 제안되어 이를 이용하여 추정방법의 효율성을 다양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으
나, 어떤 비교통계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수한 추정량이 다르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특성(이상점의 존재 또는 특이점의 개수 등)이 추정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교통계량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소지역 추정 예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직접 추정법, 합성 추정법 그리고 복합 추정법과 같은 전
통적인 소지역 추정법과 혼합모형, 경험적 베이지안모형 그리고 계층적 베이지안모형과
같은 모형기반 추정법을 예제데이터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R package “sae”에 수록되어 있는 스페인 52개 지역의 소득(income) 및 기타
관련 변수에 대한 통합 데이터인 “IncomeData”를 이용하였다. 이는 <표 3-2>과 같이 21
개의 소득관련 변수와 17,199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3) 붓스트랩(bootstrap)은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표본(resampling) 추출법에 의해 여러 번의 반복
을 이용해 통계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모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분포를
정확히 모르거나 모형 가정이 어려운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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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Incomedata 변수 및 설명
Variable

Description

provlab

province name

prov

province code

gen

gender
1:male, 2:female
age group
0:<=13, 1:14-15, 2:16-24, 3:25-49, 4:50-64, 5: >=65.

age

age2: indicator of age group 16-24.
age3: indicator of age group 25-49.
age4: indicator of age group 50-64.
age5: indicator of age group >=65.
education level
0:age<16, 1:primary education, 2:secondary education,

educ

3:post-secondary education.
educ1: indicator of education level 1 (primary education).
educ2: indicator of education level 2 (secondary education.
educ3: indicator of education level 3 (post-secondary education).

nat

nationality: 1:Spanish, 2:other.
nat1: indicator of Spanish nationality.
labor force status
0:age<16, 1:employed, 2:unemployed, 3:inactive.

labor

labor1: indicator of being employed.
labor2: indicator of being unemployed.
labor3: indicator of being inactive.

income

normalized income

weight

sampling weight

이 자료로부터 스페인의 빈곤율(poverty rate)을 추정하기 위해 소득(income) 변수를
이용하여 빈곤지표(poverty indicator ; poor)를 생성하였다. 빈곤지표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poor=1, 그렇지 않으면 poor=0으로 설정하였다.
관심변수가 이항반응 자료이고 조사단위별로 자료가 존재하므로 단위수준모형을 적
용하여 기본적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과 같은 모형기반 추정량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추정량, 합성 추정량(교육수준으로 사후층화 고려), 복합 추정량, 혼합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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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LUP 추정량,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량 그리고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량을 구현하기 위
해 R 패키지의 “sae”, “hbsae” 그리고 “JoSAE”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소지역 추정을
구현하기 위한 R 라이브러리 현황은 <부록>의 <부표 0-1>과 같다.
[그림 3-1]의 (a)는 직접 추정법, 합성 추정법 그리고 복합 추정법을 이용하여 52개 지
역별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본크기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스페인 지역별 빈
곤 추정량을 보면 직접 추정량(Direct)과 복합 추정량(SSD,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가중값
이용)은 거의 유사하나 복합 추정량이 좀더 안정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으로 사후 층화된 합성 추정량(Post-strat educ)은 모든 지역에 거의 비슷한 값으로
너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교육수준일 때 모든 지역에서 빈곤발생이 동일
(대지역과 소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같다)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 가
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b)는 혼합모형의 EBLUP
(eblup_lme), 경험적 베이지안(EB) 그리고 계층적 베이지안(HB) 모형을 이을 이용한 지
역별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a) 설계기반 추정량

(b) 모형기반 추정량

주: Direct : 직접 추정량
Post-strat educ : 교육수준으로 사후 층화된
합성 추정량
SSD : 복합 추정량

주: EB :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량
eblup_lme : 혼합모형의 eblup 추정량
HB :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량

[그림 3-1] 빈곤율 추정량 결과
모형에 기반한 세 가지 추정법(EBLUP, EB, HB)과 직접 추정법을 비교 검증하기 위
해 추정방법별로 CV를 산출하였다. 변동계수의 감소 여부 또는 감소의 정도를 통해 추
정방법의 우수성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HB는 무정보사전분포를 적용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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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결과이다.
<표 3-3> 지역별·추정방법별 빈곤율 추정값과 변동계수(CV)
Province

상위
10개

하위
10개

Sample
Size
Direct

Estimator

CV

EB

EBLUP

HB

Direct

EB

EBLUP

HB

Barcelona

1420

0.290

0.301

0.294

0.297

5.45

2.61

3.58

5.43

Madrid

944

0.178

0.221

0.212

0.219

9.08

4.14

6.02

7.27

Murcia

885

0.175

0.176

0.173

0.168

9.38

5.45

7.62

9.23

Oviedo

803

0.258

0.271

0.263

0.251

8.10

3.72

5.23

6.74

Valencia

714

0.212

0.231

0.222

0.215

9.77

4.81

6.55

7.75

Baleares

634

0.100

0.134

0.146

0.127

15.37

9.50

10.68

12.34

Navarra

564

0.155

0.192

0.200

0.193

11.53

6.61

8.17

8.47

Zaragoza

564

0.098

0.121

0.116

0.108

15.83

8.04

14.16

15.12

Alicante

539

0.205

0.211

0.208

0.200

10.54

5.21

7.96

7.90

Vizcaya

524

0.215

0.261

0.254

0.241

10.26

5.51

6.70

7.01

Huesca

115

0.241

0.260

0.267

0.261

20.14

9.03

12.03

6.32

Zamora

104

0.300

0.249

0.258

0.258

20.07

9.50

12.95

6.61

Alava

96

0.255

0.376

0.343

0.376

19.00

7.03

10.48

4.41

Cuenca

92

0.231

0.211

0.209

0.195

23.52

11.38

16.64

8.30

Guadalajara

89

0.175

0.242

0.227

0.253

24.07

9.70

15.54

6.23

Palencia

72

0.302

0.254

0.243

0.271

23.80

9.83

15.65

6.16

Teruel

72

0.274

0.294

0.304

0.322

24.57

9.26

12.67

5.32

Avila

58

0.055

0.126

0.139

0.073

46.36

26.53

30.35

23.12

Segovia

58

0.223

0.271

0.249

0.284

25.33

11.59

16.33

5.27

Soria

20

0.025

0.128

0.202

0.064

99.98

38.41

26.35

26.01

<표 3-3>은 52개 지역 중 표본크기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지역의 빈곤율 추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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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결과이다. 네가지 추정법을 CV 측면에서 비교해본 결과 설계기반의 직접추정치에 비
해 모형기반의 추정치인 경험적 베이지안(EB) 추정치, 혼합모형의 EBLUP 추정치
(EBLUP) 그리고 계층적 베이지안(HB) 추정치의 CV가 월등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표본의 개수가 큰 경우는 EB의 CV가 낮은 수준이며 감소의 폭 또한 크며 표
본의 개수가 작은 경우는 HB의 CV가 낮은 수준이며 감소의 폭도 큼을 알 수 있다. 대부
분의 모든 지역에서 설계기반 추정량보다 보조변수의 정보를 활용하는 모형기반 추정량
이 CV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모형기반 추정량이 설계기반 추정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확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제4절 요약 및 제언
최근 정보화와 지역화가 심화됨에 따라 통계생산단위도 더욱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
이며 통계생산에서 보다 큰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나 1인 단독가
구 및 노인가구의 증대, 기업비밀의 노출기피 현상의 증대로 조사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자료 내지 기존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소영
역에 대한 통계작성이 가능한 소지역 추정법의 적용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지역 추정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하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한 소지역 추정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또는 영역에 할당된 표본의 수가 작아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할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지역 추정 기법에 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제시된 소지역 추정법의 종류와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모형기반 추정법을 중심으로 혼합모형, 경험적·계층적 베이지안 기법 그리고 준
모수적·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하는 소지역 추정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합모형은 자료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의 수준에 대한 고정효과와 지역에 따른 랜덤
효과가 모두 고려된 모형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 높은 모형 중의 하나이다. 경험적·
계층적 베이지안 기법 또한 계산 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추론의 정확도가 높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 따라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모수적 모형을 넘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비모수
적회귀모형의 특징을 고려한 비모수적 소지역 추정 방법이 연구되었다. 전통적인 방법
및 혼합모형과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방법은 변수 간 선형관계를 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형 관계에 대한 가정이 위배되었을 경우 준모수적 모형 및 비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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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형을 적용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의 52개 지역의 소득 예제 데이터에 비모수·준모수적 방법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추정법(직접, 합성, 복합), 혼합모형의 EBLUP 방법 그리고 베이지안 기법(HB,
EB)을 적용시켜본 결과 모형기반의 추정량이 설계기반 추정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고 정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모형기반 추정량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경우는 EB,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HB이 우수한 결과가 산출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법 특히, 비모수 및 준모수적 기법들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자료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지역 추정 연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모형검토와 보조정보 탐색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
정책적 측면, 활용적 측면, 신뢰성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통계로서의 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실증분석은 대부분 고용, 소득과 같은 자료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
방자치별 인구추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통계작성에 소지역 기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현 시도별 인구추계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같이 더욱 세분화된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통계 다양화와 인구통계 관심 및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에 속한 소도시는 큰 도시와 유사한 인구변동 패
턴을 보이므로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베이지안 방법 등을 적용한다면 소지역 인구 관련
변수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소지역 추정법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공식 정부통계를 생산하는데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형추정에 대한 의구심과
전통적 현장 조사 방법의 선호 현상 등을 극복하여 공식통계에 있어 소지역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향후 연구과제 발굴 및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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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소지역 추정 관련 R Package library
소지역 추정을 구현하기 위한 R 라이브러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표 3-1> 소지역 추정 관련 R Package library
No.

library name

Description

1

hbsae

Hierarchical Bayesian Small Area Estimation
·기본적인 지역 또는 단위 수준 모델을 기반으로 소지역 추정, 제한된 최
대우도 또는 계층적 Bayesian 방식으로 모형을 적합

2

rsae

Robust Small Area Estimation
·강건한 소지역 추정, 강건한 기본 단위 및 지역 단위 모델

3

saery

Small Area Estimation for Rao and Yu Model
·Rao와 Yu(1994)에 의해 소개된 선형혼합모형에 기반을 둔 여러 EBLUP
추정치와 해당 MSE를 계산

4

sae2

Small Area Estimation : Time-series Models
·지역 수준 모형에 기반한 소지역 추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5

maSAE

Mandallaz' Model-Assisted Small Area Estimators
·합성 회귀 추정치의 불편성이 확장된 S4 구현, 표준 편향 보정인 일반
회귀 추정치보다 더 작은 분산을 산출
Mandallaz (2013), Mandallaz 등(2013) 및 Mandallaz (2014)에서 제안

6

robustsae

Robust Bayesian Small Area Estimation
·강건한 베이지안 소지역 추정을 위한 함수

7

saeSim

Simulation Tools for Small Area Estimation
·소지역 추정의 맥락에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

8

BayesSAE

Bayesian Analysis of Small Area Estimation
·Rao(2003)의 다양한 방법 및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의 모델(기본
Fay-Herriot 모델, You-Chapman 모델, 공간 모델 등)

9

JoSAE

Unit-Level and Area-Level Small Area Estimation
·단위 및 지역 수준 EBLUP 추정치 및 MSE 추정

10

sae

Small Area Estimation
·소지역 추정을 위한 함수

11

saeRobust

Robust Small Area Estimation
·소지역 추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선형혼합모형과 BLUP에 기초한
방법)에 강건한 대안을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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