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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
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
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

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
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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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

「

」

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ㆍ사회통계」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이번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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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터넷 및 각종 통신기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비확률추출 설문조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합리적이면서 완전한 표본추출틀에서 무작위 추출된 개
인 표본에 의존하지 않고, 패널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여 자격을 갖추
게 된 개인에 의해 조사된다. 처음에는 주로 시장조사에서 사용되었지만, 확률추출
표본이론에 기반한 조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비확률추출
조사가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확률추출 표본조사는 국가통계 생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포함 범위의 축
소, 응답률의 저하, 데이터 수집 비용의 증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통계 수요와 빅데이터의 등장은 표본조사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키
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본추출틀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응
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표본조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힘
들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비확률추출 이론에 근거
한 표본조사 설계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통계방법론 학회 및 컨퍼런스에
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조사설계 시 반영하
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험조사 방법론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용어 : 표본조사, 확률추출, 비확률추출, 오차, 선택편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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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터넷 및 각종 통신기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온
라인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비확률추출 설문조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완전한 표본추출틀에서 추출된 개인의 무작위 표본
에 의존하지 않고, 패널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여 자격을 갖추게 된, 스스
로 표본이 된 개인에 의해 조사된다. 처음에는 주로 시장조사에서 사용되었지만, 확률
추출 표본이론에 기반한 조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비확률추
출조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확률추출을 이용하는 표본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비된 표본추출틀을 요구하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표본선정이 간단하고 빠르며 상대적으로 조사 비용도 저렴하여
(Statistics Canada 2003: 89) 확률추출 표본이론에 근거하여 수행하면 매우 어려울 수 있
는 조사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비확률추출 표본에
의한 표본조사가 매우 유혹적인 이유이다. 반면,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웹 조사와 마찬
가지로 비확률추출 표본을 이용한 조사의 약점은 주로 통계적 추론에서 나타난다.
확률추출 표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비확률표본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추출확률분포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추정값이나 표준오차 값 등도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확률표본을 조사해서는 통계적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20세기 초,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에서 부분만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방법
이 이행된 것은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거나 이론이 더 완벽해서가
아니라 폭증하는 정보 수요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전수조사보다는 미흡하지만 신
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조사가 당시의 필요에 더 잘 부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 표본조사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 갔다. 비확률표본에 의한
표본조사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김규성, 2017).
확률추출 표본조사는 국가통계 생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포함 범위의 축소, 응
답률의 저하, 데이터 수집 비용의 증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통계 수요와 빅데이터의 등장은 표본조사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시간
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본추출틀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표본조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비확률추출 이론에 근거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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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설계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통계방법론 학회 및 컨퍼런스에서 논의되
고 있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조사설계 시 반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험조사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확률추출과 비확률추출
1. 확률추출과 비확률추출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표본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관심 대상인 모집단
의 평균이나 총계와 같은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이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확률추
출과 비확률추출로 구분할 수 있다.
확률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추출단위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미리 알 수 있는 표본추출 방법이다. Neyman의 정식 논문(1938) 이후 보편적으로 채택
되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나, 정보수집이 완료되어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확률추출을 이용해 제대로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모집단의 모든 단위를
포함하는 표본추출틀(표본리스트)이 필요한데, 이는 표본에 포함될 단위를 선택하기 위
해 사용되고, 각 단위는 0이 아닌 포함확률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포함확률은
이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집단의 모든 단위를 포함하는 완벽한 표본추출틀을 갖추고 여기서 추출된 대상이
모두 응답하는 경우 확률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본
추출틀의 범위미달(Under-Coverage)로 인한 포함오차, 응답자의 부재 및 불응 등으로 인
한 무응답오차로 추정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비확률추출 방법은 각 추출단위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
는 표본추출 방법이다. 비확률추출법은 확률추출법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없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므로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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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확률추출 표본조사 해외사례 및 최신동향
1. 비확률추출 표본조사 해외사례 연구
가. 비확률추출 설문조사의 선택편의
(Selection Bias In Nonprobability Surveys: A Causal Inference Apporach)
전통적인 확률표본이 아닌 비확률표본 설문조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표본조사
연구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모두 제기되었다. 감소하는 응답률과 증가하는 조사 비용 때
문에 온라인에서 빠르게 조사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확률표본 설문조사의 매력
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스스로 자원하는 편의선택은 편향된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설계기반 추정방법을 비확률표본조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평가하였다.
시민 참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선택편의의 구성 요소를 추정하였다. 2013
년 현재인구조사(CPS1), Current Population Survey) 시민 참여 보충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
로 실제 인구분포 결과와 공변량을 나타내는 참조 데이터 세트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대리 보고로 인한 측정 오류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가 없는 표본
크기 27,566을 산출하는 보충 자체 응답 가중치(PWSRWGT)를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질문들은 2015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9개의 병렬
비확률표본 설문조사에 관한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Kennedy et al., 2016년), 이 설문
조사는 8개의 다른 온라인 샘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샘플 A~I로 표시되어 실시되었
다. 또한, 온라인 작업에 참여한 개인의 완성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인 Amazon Mechanical Turk를 사용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비확률표본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공변량 조정을 위해 성별, 연령, 인종 및
히스패닉 민족, 교육 성취도 및 행정구역을 사용하였고, 6개의 질문2)에 해당하는 비율을
1) 현재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월간 노동력 통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조사
․ 표본규모: 약 60,000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약 180,000명)
․ 조사방법: 최초 면접조사(적격가구 여부 확인) 이후 전화조사
․ 보충질문: CPS 질문에 매월 다른 주제의 보충 질문을 조사(양육비, 자원봉사, 등)
2) 6개의 질문: 항상 지방선거에 투표(Vote local), 이웃 사람들을 신뢰(Trust neighbors),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이웃과 대화(Talk neighbors), 지난 1년 동안 이웃 또는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Community group), 지난 1년
동안 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Civil assoc), 지난 1년 동안 스포츠나 여가 조직에 참여(Rec as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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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표 1> 10개의 비확률표본 조사 날짜와 표본 크기
Survey

Field dates

Sample size

Sample A

Feb. 25, 2015

1,022

Sample B

Feb. 26~Mar. 3, 2015

1,049

Sample C

Feb. 25~27, 2015

1,178

Sample D

Feb. 25~27, 2015

1,005

Sample E

Feb. 24~Mar. 8, 2015

1,022

Sample F

Feb. 25~26, 2015

1,008

Sample G

Oct. 1~6, 2015

1,010

Sample H

Oct. 2~8, 2015

1,007

Sample I

Aug. 19~31, 2015

1,000

MTurk

Sep. 25~Oct. 2, 2016

1,017

출처: Selection Bias In Nonprobability Surveys: A Causal Inference Apporach.

확률 및 비확률추출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원은 설문조사 추정에서 선택편의의 원인
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표본 선택 과정의 일부 측면의 구성
이 모집단의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표본을 생성하는 선택편의를 만들어 조사 추정치와
실제 모집단과의 수치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이는 체계적이지 않은 표본추
출 오류 및 측정 오류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TSE(Total Survey Error) 프레임워크는 조사에서 비 선택 범위와 무응답을 선택 편차
의 주요 원인으로 식별한다. 언더커버리지는 모집단의 단위가 표본추출 프레임에서 누
락되어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발생하며, 무응답은 선택된 단위가 설문조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이다(Biemer , 2010; Groves , 1989; Groves와 Lyberg, 2010). 언더커버리지
또는 무응답 단위가 관심 있는 변수와 관련하여 관측된 단위와 체계적으로 다른 관측
단위인 경우 편의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TSE 프레임 워크는 통계적 유추의 유효성이 표본 단위가 모집단
에서 무작위로 선택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확률기반 설문 패러다임에 따라 개발되었
다.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선택하면 언더 커버리지 및 무응답은 실제 데이터 수집
과정이 완벽한 무작위 방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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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00% 적용 범위 및 응답을 달성함으로써 확률기반 설문조사에서 선택편
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비확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무작위 선택이 없으
면 완벽한 적용 범위와 응답은 표본과 모집단 간의 체계적인 차이 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추출 표본에서 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본 선택이 편향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 알고자 하는 변수가 모든 표본 단위에서 측정되었
습니까?

• 확실성(Positivity): 모집단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단위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습
니까? 아니면 구분되지 않는 특정 그룹이 있습니까?

• 구성(Composition): 알고자 하는 변수의 표본 분포가 모집단과 일치합니까, 아니
면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설문조사 추정에 체계적인 선택편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 r        P r             
  

 P r          P r        P r       

∈ 

  P r        P r    
  

 P r          P r         P r       

∈



  

N: 목표모집단
S=1: 표본으로 조사된 단위, S=0: 표본으로 조사되지 않은 단위
X: 모집단 모든 단위에서 측정된 변수
U: 모집단 모든 단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변수
Y: 표본으로 조사되지 않은 단위에서는 알 수 없지만, 표본으로 조사된 단위에서는
측정된 결과 변수(이진 변수)
P r           이면,   
  는 표본으로 조사된 단위와 표본으로 조사되지 않은 단위의 예상되는 차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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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는 모집단의 특성이 표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는 모집
단의 분포가 표본 분포와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량을 추정하려면 표본으로 조사된 데이터 세트 외에 모집단에서 샘플링 되
지 않은 단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참조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다. 참조 데이터
세트는 CPS(2013)를 이용해 이보다 100배 큰 합성모집단을 만들고 N-n은 표본으로 조사
되지 않은 단위로 사용한다.

[그림 1] 절대평균 오차(%p)

[그림 1]3)은 각 질문에 대한 순오차와 모든 표본에 대해 평균한 3개의 구성 요소의
값을 나타낸다.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과 구성(Composition)이 순오차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확실성(Positivity)은 선택편의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추출 표본으로부터의 조사 추정이 선택편의에 의해 어떻게 영
향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대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2. 비확률추출 표본조사 해외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최신동향
가. 2018 FCSM 연구·정책 컨퍼런스
미국의 통계방법론에 대한 연방위원회(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FCSM)는 미국 연방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통계기관으로 구성된 위원
회이다.

3) 교환성과 확실성으로 인한 평균 절대 편향의 산점도. 추정치는 모든 결과 변수에 대해 평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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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CSM 연구·정책 컨퍼런스는 새로운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최첨단 방법론 주제에
대한 2개의 총회 세션과 50개의 프로그램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비확률 추출과
추정’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4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다.

○ 비확률추출 설계를 위해 적합한 예–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 표본
An Example of Fit for Purpose Non-Probability Sample Design - (RICS, Redirected
Inbound Call Sampling), Burton Levine(RTI International), Karol Krotki(RTI
International)

○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응답자 중심 표본추출 자료의 벤치마크 평가
Benchmark Assessment of Respondent Driven Sampling Data for Foreign - Born
Korean Americans, Sunghee Lee(University of Michigan), Sooin Lee(Mathematica
Policy Research), Michael Elliott(University of Michigan), Z. Tuba Suzer Gurtekin
(University of Michigan)

○ 비확률표본추출의 추정방법을 위한 대안 비교
Comparing Alternative for Estimation from Nonprobability Samples, Richard Valliant
(Universities of Michigan & Maryland)

○ 확률 및 비확률 표본추출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추정값 형성
Combining Probability and Nonprobability Samples to Form Efficient Hybrid
Estimates, Jill A. Dever(RTI International)

1) 비확률추출 설계를 위해 적합한 예–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 표본
(RICS, Redirected Inbound Call Sampling)
RICS는 전화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화식
음성안내 자동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을 통해서 응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IVR을 이용한 전화조사에서 전국조사의 RICS 비용은 응답자당
약 7달러이며, 면접원을 이용한 전화조사의 비용은 응답자당 약 70~100달러로 10배 이
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인구학적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와 지역으로 층화하여 가중치를
조정한 행동위험요인 감시조사(BRFS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urvey)에서
사용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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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국민건강조사)와 유사하게 만든 설문지로
RICS를 수행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건강조사(NHIS)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범주의
순서가 반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응답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험하였다.
RICS 표본조사는 인구의 행동 양식 조사에 유용한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저렴한 비
용과 적은 시간 소요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에 맞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RICS 표본추출틀은 인구의 각 주별 거주지와 매우 유사하게 일치했다([그림 2]
참조).

주: RICS 방법을 이용해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응답을 완료한 1천만 건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며, 각 주별 인구비율과 비교하였음. 절대차이는 각 주별 차이의 절대값이며, 평균절대차이는
0.27%(SD=0.29)로 나타났음.

[그림 2] 각 주별 인구비율과 RICS(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 표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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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RICS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행동위험요인감시조사(BRFSS) 뿐만 아니
라 인구(ACS)분포와 거의 일치했다(<표 2> 참조).
<표 2> 인구와 RICS, 2016 BRFSS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비표
Distribution

Category

Population1)

RICS2)

BRFSS3)

Female

51.7

56.0

53.1

Male

49.0

44.0

46.9

18-24

12.4

12.8

8.4

25-34

18.0

15.7

14.6

35-44

16.3

15.3

14.3

45-54

17.3

17.4

17.7

55-64

16.7

17.5

20.0

65 and older

19.9

21.3

25.1

White

64.7

54.1

66.7

African American

12.1

24.2

10.1

Hispanic

15.8

14.2

13.9

Asian

5.7

3.3

3.6

Other race

2.4

4.2

5.7

Less than high school(HS)

13.6

17.3

9.0

HS

28.0

18.2

25.2

Some college

31.2

28.4

26.7

Bachelor's or higher(BS)

27.1

16.2

39.1

Sex

Age
Category

Race /
Ethnicity

Educational
Attainment

주: 1) Population: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인구분포이
며, 1790년부터 미국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매년 약 2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조사
(인터넷, 우편, 전화 및 면접조사)이고, 매년 약 6,600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지역으로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조사결과의 인구학적 특성은 공식인구와 동일함.
2) RICS: Redirected Inbound Call Sampling, 전화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
우, 대화식 음성안내 자동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을 통해서 응답을 완료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전화조사에서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137,840건 중 IVR 시스템을 이용해 8,157건이 설문
전체에 응답을 완료하였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
3) BRFSS: 행동위험요인감시조사(BRFS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urvey)는 1984년부터 미국
의 질병통계 및 예방센터(CDC)에서 매년 40만 건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전화 설
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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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밤 시간대(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응답한 RICS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분포는 일반적인 전화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인구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RICS의 낮시간대 응답자와 밤시간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비교
Distribution
Sex

Age
Category

Race /
Ethnicity

Educational
Attainment

Category

Population

BRFSS

Night
Owls1)

Daytimers2)

Female

51.7

53.1

50.2

58.5

Male

49.0

46.9

49.8

41.5

18-24

12.4

8.4

18.1

10.5

25-34

18.0

14.6

18.5

14.5

35-44

16.3

14.3

16.5

14.8

45-54

17.3

17.7

16.8

17.6

55-64

16.7

20.0

14.8

18.6

65 and older

19.9

25.1

15.3

24.0

White

64.7

66.7

50.0

55.9

African American

12.1

10.1

26.8

23.0

Hispanic

15.8

13.9

15.1

13.8

Asian

5.7

3.6

3.4

3.3

Other race

2.4

5.7

4.8

3.9

Less than high school(HS)

13.6

9.0

18.3

16.7

HS

28.0

25.2

40.1

37.3

Some college

31.2

26.7

27.4

30.0

Bachelor's or higher(BS)

27.1

39.1

14.3

17.0

P-value3)
<0.001

<0.001

<0.001

<0.001

주: 1) Night Owls: RICS 중 밤 시간대(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응답을 시작한 응답자(일반적인
발신 전화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조사하지만, RICS는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음)로 2,893건이며, 전체 중 30.6%로 나타남.
2) Daytimers: RICS 중 낮 시간대(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응답을 시작한 응답자이며 6,572건으로
69.4%로 나타남.
3) 낮 시간대에 비해 밤 시간대 응답자는 남자가 많고, 젊으며,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비율
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데이터 수집을 낮 시간대(오전 9시부
터 오후 9시 사이)로 제한하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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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2개의 공중보건 응답 결과에서 RICS 추정치는 NHIS 추정치와 평균 4.1%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RICS와 NHIS의 조사결과 추정치(절대평균차이) 비교
Percent
Question

Category

Absolute
difference4)

RICS

NHIS3)

Yes

38.8

37.0

1.8

Everyday

34.5

30.9

3.5

Some days

13.7

9.9

3.7

Not at all

51.9

59.1

7.3

Current smoker

Yes

18.9

15.1

Quit attempt past 12 months

Yes

51.9

Now married

Ever smoked

Mean
absolute
P-value6)
difference5)
1.8

0.004

4.8

<0.001

3.7

3.7

<0.001

49.2

2.7

2.7

0.133

42.7

49.5

6.8

Widowed

14.1

6.0

8.1

Divorced

16.1

11.0

5.1

5.9

<0.001

Separated

3.9

2.0

1.9

Never married

23.2

30.9

7.7

Internet use

Yes

75.0

78.2

3.2

3.2

<0.001

Health insurance2)

Yes

86.2

88.3

2.1

2.1

Ever used firearms

Yes

34.3

36.6

2.3

2.3

0.004

5 or less

18.5

9.4

9.2

6

28.3

22.6

5.7

7

24.2

29.2

5.0

8

19.3

30.5

11.1

4.7

<0.001

9

4.2

4.4

0.2

10

2.8

2.7

0.1

11 or more

2.7

1.4

1.3

…

Do you now smoke

Marital status1)

Full hours of sleep in a
24-hour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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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Question

Vigorou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ies-times per
week

Days drank alcohol per
month

Drinks per day on days you
drank

Category

Absolute
difference4)

RICS

NHIS3)

0

33.6

55.6

22.0

1 or 2

31.3

14.1

17.2

3, 4 or 5

24.9

20.6

4.3

6 or 7

5.4

8.2

2.9

8 or more

4.9

1.5

3.3

0

55.9

48.6

7.4

1-2

23.1

17.5

5.7

3-6

11.9

13.1

1.2

7 or more

9.1

20.9

11.8

1

36.4

37.9

1.5

2

31.5

32.9

1.4

3

14.5

14.3

0.2

4

6.2

6.1

0.1

5 or 6

6.1

6.2

0.1

7 or more

5.4

2.7

2.7

Mean
absolute
P-value6)
difference5)

9.9

<0.001

6.5

<0.001

1.0

<0.001

주: 1) 결혼여부 분포는 2016 ACS의 연간 추정치와 비교.
2) 건강보험 분포는 갤럽의 추정와 비교.
3) NHIS: 2016년 국민건강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의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며, 표본크기(n)
는 33,028건, 응답률은 54.3%로 나타남.
4) 절대차이는 각 범주별 추정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나타냄.
5) 범주가 2개인 경우 절대차이와 평균절대차이가 모두 같은 값을 타나내며,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 평
균절대차이는 범주별 절대차이의 평균을 나타냄. 결과 전체의 평균절대차이는 4.1로 나타남.
6) P-value는 RICS분포가 비교분포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반으로 하며, 5% 유의수준으로 검정한
결과 한 개 분포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분포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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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선 효과(응답범주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
다. 측정오차, 무응답 오차, 선택편의 오차의 원인과 정도를 분리할 수는 없으나, 전체
오차에서 측정오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RICS 응답자의 인구
학적 분포가 BRFSS뿐만 아니라 인구(ACS)분포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측정오차 중
우선 효과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우선 효과 평가: 응답범주 순서가 반대인 경우의 효과 비교1)
Question 1: How worried about paying medical bills2)
Response Category

Ordering 1
(%, 95% CI)

Ordering 2
(%, 95% CI)

Absolute difference

Very

19.9 (18.6, 21.3)

13.7 (12.4, 14.9)

6.3 (4.4, 8.1)

Somewhat

29.9 (28.3, 31.5)

28.6 (26.9, 30.4)

1.3 (0.0, 3.6)

Not at all

50.1 (48.4, 51.9)

57.7 (55.8, 59.5)

7.5 (5.0, 10.1)

Question 2: Change in healBth insurance3)
Response Category

Ordering 1
(%, 95% CI)

Ordering 2
(%, 95% CI)

Absolute difference

Better

27.9 (26.3, 29.5)

9.6 ( 8.4, 10.7)

18.3 (16.4, 20.3)

Worse

17.3 (15.9, 18.6)

15.7 (14.3, 17.1)

1.6 ( 0.0, 3.6)

About the same

54.8 (53.1, 56.6)

74.8 (73.1, 76.5)

20.0 (17.5, 22.4)

주: 1)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범주 순서를 반대로 한 후 응답자를 랜덤하게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두 질문 모두에서 응답범주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2) 의료비 지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9.9%가 첫 번째 범주인 ‘매우 걱정’을 선택
하였으나, 마지막 범주인 경우에는 13.7%가 선택하였음.
3) 건강보험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27.9%가 첫 번째 범주인 ‘보다 나아졌음’을 선택하였으나, 마지막
범주인 경우에는 9.6%가 선택하였음.

좀 더 긴 측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여 측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한다면, RICS를 이용한 표본조사는 고비용의 전화조사뿐
만 아니라 이외 다른 조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NHIS에서 지역별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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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는 12개의 공중보건 결과에서 비율로 볼 때 RICS 추정치가 NHIS 추정치와
평균 4.%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Yeager와 동료들(2014)은 평균적으로 전화 설문조사
에서 절대오차가 3%인 것으로 추정한다. RICS 설문조사는 발신 전화 설문조사와 비슷
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측정오차를 3%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BRFSS와 같은 발신 전화 공중보건감시조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RICS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야 한다.
이 평가를 위해 NHIS를 비교 조사로 사용했는데, IVR 시스템에 NHIS 전화 설문조
사와 유사하게 질문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NHIS
와 RICS 장비의 차이점을 신체활동 질문을 첨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AT “땀을 많이
흘리거나 호흡 또는 심박수가 크게 증가하는 최소 10분 동안의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
주 수행합니까?” NHIS에서 응답자는 이 질문에 수량, 시간에 관계 없이 주당 2회, 월
20회, 연 6회 등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모두 유효한 응답이다. NHIS 면접관은 한 데이
터 필드에 이벤트 수를 입력하고 다른 데이터 필드에 시간 단위를 입력한다. 반면,
RICS 데이터 수집의 경우 이 질문의 답을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 범주는
시간 간격이 다르다.
RICS가 발신 전화 설문조사보다 저렴하고 빠른 이유는 RICS가 연구 참가자를 모집
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반면, 발신 전화 설문조사는 전화
인터뷰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
이터 수집에 IV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측정 오류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응답범주
의 순서를 바꾸면 설문조사 추정의 변동폭이 6~20%까지 나타나 우선 효과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RICS 설문조사에서 편의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IVR 시스템 구현 결정을 수정하여 편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표 6>의 대안
적 결정을 시행할 때의 영향을 테스트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둘째, 웹 측량에 피험
자를 모집하는 등 IVR보다 측정 오차가 적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편향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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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VR 시스템 구현 결정 및 대안 결정
IVR Implementation Decision Applied
(IVR 시스템 구현 결정)
키패드를 눌러 데이터를 입력

Alternative Decision
(대안 결정)
응답자가 음성으로 응답하는 대화식 IVR
보유

각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답변 옵션 설문지 시작 시 대답하지 않는 응답 옵션을 한
을 제공
번 언급
모든 응답 옵션을 읽기 전에 응답자가 응답하 응답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모든 응답 옵션을
도록 허용
듣도록 요구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질문 사이
편안한 언어를 포함하지 않음
에 “편안함” 또는 “장려” 언어 추가
정상적인 일상 연설의 사례

평소보다 느리거나 빠른 음성 케이던스

2)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응답자 중심 표본추출 자료의 벤치마크 평가
응답자 중심 표본추출(RDS, Respondent Driven Sampling)은 도달하기 어려운 희귀한
인구집단(에이즈 위험 인구, 성 노동자, 성소수자, 최근 이민자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특별히 제안된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다. RDS는 목표 모집단의 구성원으로 시작하
여 소셜 네트워크(SNS) 및 연결된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추적하여 조사한다. RDS는 응
답자에게 추가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로 응답쿠폰을 지급하며, 응답자의 소셜 네트워크
를 활용한다.
RDS를 이용한 표본조사는 비용이 증가하고, 희귀한 인구집단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필요성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RDS를 이
용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방법론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RDS 설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공식적인 통계적 추론방법은 실제
상황에서 위반하기 쉬운 강력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 사이에서 무작위
로 선택하여 그들의 네트워크에 있는 도달하기 어려운 희귀한 인구집단의 수를 정확하게
보고하기에는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거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RDS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방법론을 평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서 과소평가된 RDS로는 인구를 나타내는 수준이 뒤처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TSE(Total Survey Error) 프레임 워크를 통해 RDS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서 일반 인구의 0.3%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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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그룹인 외국 태생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미시간 주에서
일반 인구사회통계, 사회 및 건강 주제에 대해 특별히 설계된 웹 기반 RDS 설문조사4)를
하였다. 응답자들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모집 활동에 대한 사후조사에도 응답했다.
이 연구는 1) 표본추출의 생산성, 2) 응답자와 이 응답자가 모집한 대상의 특성, 3) 확
률표본인 외부 데이터5) 결과와 비교하고 잠재적 편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혁
신적인 추정방법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 ACS: ACS 결과.
UW: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HLSK 결과.

[그림 3] HLSK와 ACS 결과 비교
4) 한국인의 건강과 생활연구 Web조사(HLSK, Health and Lif Study of Koreans)
․ 대상: LA와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인(미국 이외 국가에서 태어남)
․ http://sites.lsa.umich.edu/korean-healthlife-study/
․ 응답자들에게 고유한 참여번호를 부여
․ 추천을 통해 최초 응답 모집(성, 연령 주요 언어에 대해 균형추출)
․ 설문조사는 20달러, 사후조사는 5달러 인센티브 지급
․ 모집 1건당 5달러 지급(최대 2개 쿠폰을 지급)
․ LA는 354명(최초 응답 128명), MI는 278명(최초 응답 93명) 응답
․ 2016년 - 2018년
5) 미국 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 2012년 – 2016년, 면적확률 표본추출을 이용한 인구 데이터
․ 한국계 미국인: LA=7,983명, MI=789명

비확률추출(Non-probability Sampling) 표본설계 하에서의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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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에서 응답하지 않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젊으며, 영어 실력이 낮은 한국계 이민
자가 HLSK에서는 포착되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LA와 미시건주 공통사항, [그림 3]
참조). 도달하기 어려운 희귀한 인구집단에 대한 조사로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
론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비확률표본추출의 추정방법을 위한 대안 비교
비확률표본추출로부터 추정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은 준 무작위화 및 수퍼 집단
모델링이다. 전자에서는 표본이 확률 메커니즘을 통해 얻은 것처럼 처리되지만 확률표
본추출과 달리 해당 메커니즘을 알 수 없다. 표본에 존재하는 선택편의 확률은 원하는
모집단을 포함하는 일부 외부 데이터 세트와 함께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수퍼 집단
접근법에서는 분석 변수의 관찰된 값은 마치 일부 모델에서 생성된 것처럼 처리된다. 모
형은 표본에서 추정되며 외부 모집단 제어 데이터와 함께 표본을 모집단에 투영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인 기법은 확률표본추출에서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법과 동
일하거나 유사하며 이진 회귀, 회귀 트리, 교정 기법 등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행동위험요인 감시조사(BRFS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urvey) 결
과 중 집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50,000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7> BRFSS 결과에서 선택한 시뮬레이션 모집단 및 표본추출, 추정
내용
시뮬레이션 모집단

N=50,000 ; Internet subpop
(전체의 약 65%이며, 집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응답)

인구특성 변수(4)

연령, 인종, 교육정도, 소득

분석 변수(7)

평생 100개 이상 흡연(1), 건강에 대한 자가진단(4),
건강이 양호(1), 평균 건강점수(1)

시뮬레이션
표본추출

비복원 무작위 추출(층화변수: 연령)

표본수

n= 500개, n=1,000개

표본추출 반복

10,000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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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률 및 비확률 표본추출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추정값 형성
확률표본추출 방식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표본추출틀이 없는 비확률표본추출 설문조
사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확률표본 설문조사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응답률의
급락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비
확률표본 설문조사가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비확률표본 조사만으로는 인구 추론이 중
요한 연방 통계기관의 요구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비확률표본추출은 확률표본추출 내에서 특정 도메인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예를 들어, 필요한 수의 소집단 구성원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것
이 어려운 경우, 비확률표본 조사의 데이터가 확률표본 조사에서 나타나는 편의의 범위
를 낮출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두 출처의 정보를 가장 잘 결합하는 방법이다([그
림 4] 참조).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림 4] 확률표본과 비확률표본의 결합이 필요한 분포 예시

이 연구는 RTI6) 국가 기금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에 대한 신념과 행동에
대해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8> 참조).
조사결과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자 ABS는 남성, 학사 이상, 65세 이상(퇴직
자), 유권자(일반) 등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Social Media는 히스패닉/라틴 민족, 34
6) RTI-funded: 인간의 컨디션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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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하, 흡연자, 마리화나 경험자 등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참조).
<표 8> 마리화나에 대한 신념과 행동 연구
ABS
(확률표본추출)
조사대상
표본수
표본추출
조사방법

Social Media
(비확률표본추출)
18세 이상 성인

n=1,867

n=4,943

주소 기반 층화 표본추출
(여가, 일반의료, 제한의료, 기타)
이메일, 웹 조사
(독신을 위한 우편조사 추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를 통한
자원자 표본
광고, 추천 등

[그림 5] 마리화나에 대한 신념과 행동 연구에서 두 조사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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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조사의 특성을 이용해 R 패키지로 결합한 결과, 4개 층화변수는 92%, 4개 층화
변수와 12개 특성은 66%가 ABS 중 소셜미디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분석방법은 무시하고 ABS와 일치하는 92%와 66% 케이스만 포함하였고, 마리화나 경험
여부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지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표 9>7) 참조).
<표 9> Social Media와 일치하는 ABS 비중
마리화나 경험

의료용 마리화나 찬성

56.6%

77.0%

ABS만 대상

차이
92% 연계된 하위집단

-0.6%p

0.3%p

66% 연계된 하위집단

4.2%p

1.6%p

Social Media만 대상
No weights

차이
13.4%p

8.7%p

ABS와 연계된 전체

-1.2%p

6.4%p

ABS와 92% 연계된 하위집단

-1.3%p

6.4%p

ABS와 66% 연계된 하위집단

0.2%p

7.6%p

편의 가중치 적용

ABS만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Social Media와 66% 연계된 하위집단의 마리화나 경험
이 4.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Social Media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마리화나 경험이
13.4%p, 의료용 마리화나 찬성이 8.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 Social Media와 일치하는 ABS 비중
공변량

소셜미디어와 일치하는 ABS

4개 층화변수

92%

4개 층화변수 + 12개 특성

66%

이 연구에서는 확률과 비확률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정방법의 필
7) RICS 방법을 이용해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응답을 완료한 1천만 건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이며, 각 주별 인구비율과 비교하였음. 절대차이는 각 주별 차이의 절대값이며, 평균절대차이는
0.27%(SD=0.29)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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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평균 제곱 오차가 낮은 하이브리드 추정값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확률추출 표본조사는 수십 년 동안 설문조사의 주요 패러다임이었지만, 결코 유일한
패러다임이 아니며 항상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가 확률표본을 기반으로 한다
고 해서 그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비확률추출 표본이론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대표성
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비확률추출 표본이 외부 기준에 대해 측정할 때 확률추출 기반 설문조사
보다 우수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이 보고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선거 전 여론 조사 분야에서 나타났다(Abate 1998; Snell et al. 1998; Taylor et al. 2001;
Harris Interactive 2004, 2008; Twyman 2008; Vavreck과 Rivers 2008; Silver 2012). 이론적
으로, 확률추출 기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완전히 충족되면 결과 추정값은 편향되
지 않을 것이다(Reg Baker 외, 2013).
포함범위의 감소, 무응답률의 증가, 조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표본조사의 주류를 이
루었던 확률추출 표본 이론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고 현실적으로는 웹 조사와
같은 비확률표본에 의한 표본조사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확률추출 표본을
이용한 표본조사가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 사례
를 살펴보았다. 비확률표본의 약점은 연구자의 선택편의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과, 비
확률표본과 연계된 확률분포가 뚜렷하지 않아 통계적 추론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에 대하여 무시가능한 표본설계의 경우 선택편의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측연구나
임상실험에서와 같이 표본대응 방법을 이용하면 선택편의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수많은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비확률추출 표본조사를 국가통계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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