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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릅 

濟*

필速한 資料利用이 要훌되는 오늘날에 있어 標本調훌의 有用度는 至極히 높다. 그것은 社

會變動이 더욱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對處할 A間行寫의 計劃이 보다 필速하게 마련 

되어야 할 必훌性이 짙어질 將來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게 될 것으로 展뿔된다. 

標本調훌는 全數調훌에 比해-時間의 短縮이라는 點 以外에도 費用의 節約， 調훌員링1/練의 

、容易， 全數調훌不可能 경 우에 의 代替 등의 理由로셔 오늘날 經濟 • 社會的 調훌나 政治 • 行

政的 調훌에 널리 活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國勢調훌냐 鍵I業「센서스」 以外에는大 

部分의 調훌가 標本調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그 碩向을 把握할 i수 있는 것이다.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專任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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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한펀 이 러한 標本調훌는 몇 가지 技術的인’ 方法을 隨伴하는 特色을 갖고 았￡니 야 

것이 標本調훌블 行하는 경우에 뒤따르는 專門的언 어려움이다. 標本調훌에 必要한 專門的

技法의 첫째는 어느만큼의 標本을 어떻게 어느 것을 뽑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調훌結果 

로 얻어진 結計를 가지고 母集團의 값， 즉 母數{直(parameter)를 推定하는 것이며， 셋채는 

標本調훌를 위한 時間과 費用을 決定하는 것이다. 

첫째의 것은 標本크기의 決定과 標本抽出의 方法에 關한 것이고， 둘째 것은 母數f直의 推

定問題이며， 셋째 것은 時間 • 費用算定의 模型化問題이다. 이들 가운데 標本抽出의 方法은 

調훌方法論이 나 統計學의 一般著書에 比較的 詳細히 紹介되 고 있εL나 나머 지 方法， 즉 標

本크기의 決定과 母數{直推定 및 時間 • 費用決定에 關한 것은 明快허 說明되지 않고 있어 實

際標本調훌에 臨해 調훌設計나 統計分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困難을 겪게 된다. 

本論文은 如斯한 狀況을 考慮하여 標本調훌를 보다 科學的인 方法으로 逢行해 나가도록 

有用한 技法을 模索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여기 探究된 諸方法이 決코 完뿔한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더욱 發展되어지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 바이다. 

H. 精度와 標本크기 

1. 精度(precise)와 標本誤훌(sample error) 

一般的εL로 잘 된 標本設計(sample design)는 目標指向性， 뼈JJ定可能性， 實錢可能性 및 經

i齊性 등 4{固 基準을 均衝있게 達成할 수 있는 것 이 어 야 한다. 目標指向性(goal orientation) 

이란 抽出과 推定을 위한 -切의 設計가 맑究目的을 充分히 動案하여 調훌設計와 密接히 關r

聯되 고 調훌條件에 一致하도록 作成되 어 져 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測定可能性(measurability)

이란 抽出된 標本自體로부터 그 標本抽出의 變異性(sampling variability)의 여러 推定(直

나 近似{直를 計算해 낼 수 있는 標本設計이 어 야 한다는 뜻이 다. 그리 고 實廢可能性(practi

cality)이란 標本設計가 最初에 意圖된 設計대로 實際逢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고， 經濟性(economy)이란 最少의 經費를 가지고 調훌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標本設計

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調흉目的은 보통 精度(precision)로서 나다내어지는데， 이 精度란 推定f直變異(variance .of 

survey estimates)의 遊의 觀念을 갖고 있다. HP , 精度는 推定{直， 곰 標本{直와 母數{直와의 

差로서 表示되묘로 標本誤差(sampling error)와 類似한 擺念을 갖게 된다. 다만 精度가 標

本抽出의 行寫을 反復할 때 推定l直와 母數f直의 差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데 대 하여 

標本誤差는 單純히 하나의 推定{直와 母數f直와의 差로서 表示된다는 相異點이 있을 뿐이 다. 

이와 關聯한 몇가지 用語의 意味를 明白히 하기 寫하여 記號를 使用해 보기로 한다. <þ를→ 

母集團의 固有한 참된 값이 라 하고， e를 母集團全部를 抽出하여 調훌한 結果{直라 하고，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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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標本{直， 곧 推定{直라 하면 標本誤差와 精度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標本誤差=0-0

精 度=max(O-ê;)

그리고 非標本誤差(non-sampling error)는 母集團全部를 抽出하여 調훌한 結果f힘와 母뚫 

團의 固有한 륭價와의 差， 곧 O- <þ를 말하는데 , 이 非標本誤差의 값은 測定할 수가 없는것 

이다. 또한 母集團의 륭價와 標本{直와의 差 (<þ -8)는 正確度(accuracy) 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偏向(bias)과 變異(variance)를 包含한 總誤差값의 차효과 같다. 여기서 偏向이란 母數

{直로부터 標本{直의 期待{直(expected value)를 減한 差를 말한다. 곰， 

偏向=O-E(8)

한 標本의 結果{直가 어떤 決定作成에 頁歡할만큼 充分한 精度를 갖고 있지 않￡연 그 標

本의‘ 크기는 너무 작은 펀이고， 萬一 그 結果f直가 必훨以上의 精度를 갖고 있거나 非標本

誤差가 標本抽出의 精度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그 標本의 크기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標本設計의 基本原則은 주어진 固定費用의 限度內에서 最大의 精度(혹은 最少

의 變異)를 確保하는 것이다. 하나의 標本에 ‘있어 單位費用當의 精度가 높은 경우， E1P 單位

費用當의 變異가 낮은 경우거나， 變異의 單位當 費用이 낮은 경우에는 그 標本은 經濟的이 

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說明된 바를 中心으로 하여 標本의 크기를 決定하는데 必要한 몇가지 用語율의 

擺念을 分明히 해 두고자 한다. 

(1) 確率標本(probability sample)이 란 母集團의 各單位가 抽出될 確率이 0이 아닌 값을 

가지 고 있는 경 우의 標本을 말한다. 

(2) 測定可能한 標本(measutable sample) 이 란 確率標本을 말한다. 

(3) 無作寫抽出된 標本(sample by random selection)은 各 單位가 抽出될 確率이 모두 同

-한 경우이다. 

(4) 不偏標本(unbiased sample)은 標本順의 zp:均f直 或은 期待[直가 母數{直와 같은 結果를 

가져오는 標本을 뜻한다. 

(5) 精度標本(precise sample) 이 란 낮은 標準誤差(standard error)를 갖는 標本이 다. 

(6) 正確한 標本(accurate sample)이란 偏向과 變異 및 非標本誤差를‘ 包含한 總、誤差가 낮 

은 경우의 標本을 指稱한다. 

(7) 經濟的인 標本(economic sample)은 固定펀 精度를 確保하면서 單位當 費用을 낮게 하 

는 標本을 말한다. 

(8) 能率的언 標本(efficient sample)이란 훨素(element)當 精度가 높은 경우， E1P 變異가 

낮은 경우의 標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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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標本크기 (sample size, size of sample) 

標本크기란 調훌의 對象이 되는 훨素 혹은 單位들 가운데 實際調훌를 하게 될 單位의 總

數를 말한다. 따라서 標本크기는 調훌對象의 全領域인 母集團의 範圍內에셔 決定되는 것 

이다. 

標本크기 가 母集團크기 와 同一하게 되 면 全數調훌가 되 고 標本크기 가 한 單位에 限定되 면 

事例핍究가 되는 것이다. 그러으로 標本크기는 母集團크기보다는 적고 한 單位는 超過하는 

範圍內에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標本크기 블 決定하는 基本條件은 精度와 費用이 다. 標本크기 는 精度와는 正比例하고 經濟

↑生과는 反比例하는 關係에 있요므로 標本크거 의 決定은 이 블 2個의 훨件과의 關係模型으로 

부터 얻 어 지 는 것이 라고 하겠 다. 한펀 精度는 母集團에 對한 標本의 代表性에 依해 決定되 

는 것이므로 그것은 標本誤差와 母集團의 分散度와 直結되고 있다. 標本크기의 決定이 標

本抽出方法에 따라 相異하게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標本크기의 決定方法

1. 標本크기으1-般的 決定方法
標本의 크기는 調훌費用과 標本精度를 고려하여 決定되는게 -般的이다. 標本의 크기가 

커질수록 精度가 높아지는 반면에 費用이 많이 들게 되고， 標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費

用이 低下되 는 한펀 精度가 낮아지 게 되 므로 標本의 크기 는 費用과 精度의 適正한 7.1<準에 

서 決定되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標本抽出의 方法에 따른 標本크기의 決定에 앞서 간단허 標本의 크기 를 決定하 

는 몇가지 方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精度와 標準偏差를 알고있는 경 우 

信賴區間을 95%로 했을 째 의 總對精度의 公式은 다음과 같다. 

d= l. 96 τa 
‘/ n 

d=細對精‘度

a=標準偏差

η=標本의 크기 

이 式으로부터 η을 찾아내 면 

n= (1. 96+f 
와같이 되므로 精度의 값과 標準偏差의 값만 주어지면 標本의， 크지는 정해지j게 i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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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部分比의 標本抽出인 경우 

母集團의 모든 單位들을 c와 c'의 두 集團으로 分類하고 우리가 目的으로 하는 集團(c集

團이 라 하자)이 全體에 對하여 접하는 比를 P라 하고 c'가 점하는 比를 Q략 한다. 따라서 

，Q=l-P가 된다. 이 母集團에서 η個의 單位를 標本으로 抽出했을 경우 이 η個中 C의 集團

에 屬하고 있는 것의 比를 P라하고 c'集團에 屬하고 있는 것의 比를 q라한다. 따라서 q= 

l-P가 될 것이다. 여기서 推定比와 母數比와의 差(P-P)가 許容된 精度 d보다 클 確率은 

受容될 수 있는 危險率(risk) a와 같게 되게끔 %가 抽出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Pr(!p-P! ?'d) =α 

萬- 單純無{'F寫로 標本을 抽出한다고 하면 P의 값은 正常分布의 形態를 나타내게 되으 

로 P의 標準偏差는 다음과 같은 公式을 갖게 된다. 

an=./ 1!=χ / PQ p=v -:π二1 . y-감-

따라서 η를 바람직한 精度와 연결시켜 주는 公式은 다음과 같이 된다. 

d=z)핀=깐 • j PQ 
~~V N-1 V n 

여거서 z는 有意度(signincance level) , 즉 正常曲線에서 a部分을 끝으로부터 切斷한 橫座標

의 값이다. 이를 %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은 式이 된다. 

Z2 PQ 
d2 

n= ,. 1 (Z2PQ 、
1 + ;:T 1 ,- -，O~ -1) N \ d2 ~ J 

。1 公式의 實際的 使用을 위해서는 약간의 變更。l 必훨하다.P代홀에 그의 推定個인 P를 

使用하고 母集團의 크기인 N가 매우 크다고 하면 다음의 近似式을 얻게 된다. 

χ z2pq pq -----
。- d2 - V 

,12 
여기서 ， v=냉-2- 標本比(sa때mp야le prop따o야rt뼈io…때.on껴 希뿔變異 

따라서 標本의 크기 %은 다음의 式을 通하여 決定되 어 진다. 

?1-- ?Z.!.-- 1!o 

， 1+(χ。 -l)/N -.τ주no/π-

(3) 連續的인 資料를 가진 標本인 경우 

標本의 ZjS均植를 i라하고 母集團의 ZjS均個를 f라 할 때 우리는 다음의 確率을 갖기 륜 원 

하게 된다. 

Pr(!ÿ-Y!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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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正常分布의 형 태 즐 갖게 되묘로 그의 標準誤差 (Jÿ는 다음의 式을 갖게 된다. 

rπ-n S 
(Jÿ=V-π-. 그강「 

/N 
여기서 ， S= I낄(Yi- Y)2. 母集團의 標準偏差

" N-1 
따라서 , 주어 진 精度즐 d라하고 有意度를 Z라 하면 

d=z.1핀표효 τ 
'V N v' n 

이 式으로부터 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똥r 
η. ， 1-'.-젊←γ 

‘ 'N \ d ) 

(zJ y=프=no라두면 標本의 크71 η은 다음의 첼로부터 d J - V 

η no -• 
1+η。/N

2. 單純無作훌훌抽出에서의 標本크기決定 

얻어지게 된다. 

~~ 

fifffi 협흘 

單純無作寫抽出에서의 標本의 크기는 가장 一般的인 方法으로서 非還元抽出 (sampling 

without replacement)의 경우에 수럽펀 標本平均뼈의 變異에 關한 다음 公式을 利用하여 

決定될 수 있다. 
/ 、 " 2 

V(ÿ)=상= (1-품) 뚱 (1) 

L:; (Yi-ÿ)2 

여 기서 , Sy2=‘높고 母集團의 變異

위의 式에서 (Jÿ는 標準誤差(standard error)이므로 信賴區間의 設定으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 

다. 郞， ÿ의 信賴區間을 ÿ+z따라하면 Z(Jÿ가 精度가 되 고 이 精度를 d라고 하면 다음의 式

을 얻게 된다. 

z(Jÿ=d 
d 

C1 v==-
z 

(2) 

이 式에서 95%의 信賴度를 갖는 경우에는 Z의 값이 1. 96이 된다. 式(1)은 따라서 

( ~ 、2 ( n \ Sv2 

-1 ={1--)4가된다. 
z: / \ 

이 式을 η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이 된다. 

z2NSv2 
n= 낀Td뮤댔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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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이마 過去의 資料나 據備調훌結果， 或은 다른 基準에 의하여 $y2의 값을 얻게되면 

z， N， d의 값과 함께 윗式에 의하여 標本의 크기가 決定되어 진다. 

標本調호에 있어 標本크기 의 決定과 母數{直의 推定 및 時間 • 費用 算定에 關한 R규'JE 

例로서 變異가 200인 母集團(N=10， 000)으로부터 95%의 信賴度를 가지 고 2의 精度플 가 

지는 標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決定될 것이다. 

S/=200 , z=1. 96, N=10 , 000 

1. 962 X 10, 000 x 200 
η= --.-~-~9스 一~~~~~=189

10, 000x2"+ 1. 96"X200 

d=2 , 

3. 屬化抽出에서의 標本크기決定 

總 N{固의 單位로 된 母集團을 H個의 層(strata)ξ로 나누었다고 가정하고， h먼째의 層에 

있는 總單位數를 Nh라하고 그로부터 抽出된 標本의 크기를 짜라 하자. 따라서 이들 간에느 

다음의 式이 成立된다. 

따
 

H 

「’ 
-
-
파
 

』

方法

H 
η= L: ?lh 

따라서 層化抽出法에 의하여 標本을 抽出하는 경우에는 標本의 總크기인 %을 決定하는 問

題와 各層으로부터 抽出된 標本의 크기인 χh를 決定하는 問題를 갖게 된다. 

먼저 標本의 總 크기인 η는 주어진 값으로 보고 各層의 標本크기인 짜를 決定하는 

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가장 간단한 方法은 各層의 標本크기를 均等하게 하는 것이 

다. 곧， nh=η/H의 크기 를 갖도록 決定하는 것이 다. 

다른 한 方法은 各層의 母集團크기에 比例하여 標本의 크기를 것으로서 까= 決定하는 

크기를 갖게 하는 方法이다. 

끝으로 또 한 方法은 母集團~均推定{直(estimate of population mean)의 變異를 極少化할 

수 있게끔 各層의 標本크기를 決定하는 適正劃當法(optimal allocation) 이라고 불리우는 

이다. 이 方法에 의한 ηh(h=l， 2, 3, "', H)의 決定을 좀더 詳細히 갚펴 보기로 한다. 

母集團쭈均의 推定{直를 ÿw라 하면， 이는 다음의 式에 依하여 表示된다. 

켜 
/、

관암η의 

H 

L:Nâh 
h:;l 

Yω-π-

母集團總和의 

(1) 

는
 

子分이 式에서 화는 層 h에 있어셔의 標本f直~均을 意味하므로 윗式의 

推定{直가 된다. 

式(1)로부 一般的으로 Y=필ajXj (aj는 常數)의 變異는 κr(Y) =맏，2 κT(Xj까 되므로 



「라그란즈」乘數(Lagrange multiplier) 흘 

하는 層別標本크기 를 決定하는 것 이 므로 다음과 같은 數理計劃(mathematical programming) 

適正劉當法은 주어 진 總 標本의 크기 η의 範圍內에서 母集團zp:均推定{直의 變異를 極少化

뚫
 

論

7--.., , 

境

여 기서 화의 變異는 標本zp:均個의 變異에 關한 公式과 같은 形態료 表示된다. 

環

(8) 

(7) 

(6) 

(3) 

(4) 

(5) 

(2) 

κ쩌= (1-돼깐) Sh2j nh 

ηA 

2: (Yhi-Ýh2) 

여기서 ， Sh=-강~ 層 h에서 抽出된 標本{直의 變異

따라서 式(3)을 式(2)에 代入하연 다음의 式을 얻게 된다. 

= →1정 Nh2V.rCÝh) 
1'11‘ h=l 

+À(환h-n) 

H 、

κr(Ýw) =파「짙l따2 (1-되깐 ) SNηh 

À>O ; Lagrange 乘數

式(6)을 짜와 써1 對하여 {扁微分하면， 

ôrþ N h2 Sh2 
----- -깐 +À=O; h=1 , 2, ••• ,H , &사 N2-

nh2- TA-U , u..-.1，~， ... ,.1.1 } 

~ I J:\h2Sh2 N hSh2 \ ) 目的힘數 : minimize Var (Ýw) = 2: (""PJ h- 1V:~h-) I 
h=l \N‘짜 」‘ / I 

} 
h=1 , 2, "', H 

-몫 (Nh2Sh2 NhSk2 \ 
t르l \ N2ηh N2) 

。1 基本關係式으로부터 變數 ηh플 發見하는데 는 

{!, (Nh~Sh2 N hSh2 \ 
rþ= 2: ( "~앙----τr-1 

h=l \ 1 '11'ιηh 1'11'ι / 

V.r(Ýw) = 뚫(쁨YVar(Ýh) 

H 

2: nh=η 
h=l 

」딴-=￡ XA-χ=0 
òÀ ~1 

ηh즈0; 

式 (7)의 윗式을 nh에 대하여 풀면 

n .. = _ !'lhSh 
h-파J;. -

고
 
ζ
 

터 Ýw의 變異는 다음과 같이 된다. 

利用하는 것이 가장 천경이다. 

의 基本型을 갖게 된다. 

決定變數:

制約條件: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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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가 되므로， 아랫式 L; nh-n=O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 ηh=￡관관一=π 
h=1 .=1 Nμ :r- .• (9) 

(10) 

(1) 

‘/ì.. 을 풀연 

H 
L; NhSh 

、/;.=-그파-

이 되므로， 이것을 式(8)에 代入하여 다음의 式을 얻게 된다. 

NhSh nh • n 
H 

짚lN.찌a 

式(9)로부터 

그러므로 式 (ll)은 總 標本의 크기 와 屬別母集團의 크기 및 層別 標本(直의 標準偏差가 주 

어 졌을 때 層別 標本의 크기 를 決定하는 公式이 다. 萬一 Sh가 모두 -定하거 나 

數f直를 가지는 경우라고 하면 윗 式은 

nh=펌t가 되어 等比例抽出의 경우와 같아지게 된다 
여기서 標本의 크기를 決定하는 問題를 標本抽出에 消흉용되는 費用과 關聯하여 

기 로 한다. 層 h의 한 單位를 抽出하는데 도는 費用을 C.라 하고 總 可用財源을 

위의 基本式에서 制約條件은 다음과 같은 形式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작은 

생각해보 

C라 하면 

극히 

이
 
-‘ , η

 
강
 

H z … … 
設定된 팀的휩數와 이 制約條件을 가지고 Lagrange乘數롤 利用하여 짜에 대 하여 

行한 方式대로 풀어 보연 다음과 같은 結果式을 얻게 된다. 

짜S.j ,.fC. 
H 

낄1따ShJ ν감 

지금까지는 總標本의 크기인 η가 주어진 것으로 想定하여 層別標本의 크기를 決定하는數 

式을 導出해 내었는데 다음에는 이 總標本의 크껴안 π을 決定하는 方法을 모색해 보기로한 

위에서 

(12) .n nh= 

값이 주어진 것A 다. 먼저 과거의 賢料나 鍵備調훌의 結果나 다른 基準얘 依하여 精度의 

로 看做한다. 이 주어진 精度의 값을 d라 하연 

d=z<Jýw 

d 
σjl{1= 객-‘ 

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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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標準誤差 l1yι의 自乘은 ÿw의 變異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關係式을 얻는다. 이 式

에서 Z는 信賴度가 95%이면 1. 96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À2 

κrCÿw) =l1yw 2=_닿- (13) 

式(4)로 부터 式(13)은 다음과 같이 된 다. 

부 (Nh2Sh2 NhSh2 \ d2 
’ ,----- -, ---;;;1 \ N2η N2 ) - Z2 (14) 

위의 式에 式 (12)를 代入한 다음에 ”에 대하여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게된다. 

H I Nh2 ShNhSh2 \ d2 

ζl잭만팩 -괜-\~객「 

H 
\ L: NhSh / 

·n 
e 
u 

--n N 
H g ’ R 

C 
u ·h 

N H Z 

써
 N2n 

H 
L: NhSh2 
h=l d2 

N2 - Z2 

N2ηd2싼 (황짜Shy-η헬NhSh2 

(첼따Shy 
(15) 

N2d2j Z2+첼 짜Sh2 

式 (15)는 N(母集團의 크기 ), Nh(層 h의 크기 ; h=l , 2, "., H) , Sh(層 h의 標本{直의 標準

댐差)， d(精度) 및 Z(有意度)가 주어졌을 때 標本의 크기를 決定하는 公式이다. 

% 

lV. 標本抽出에 依한 母數f直의 推定方法

1. 單純無作옳標本抽出에 依한 母數{直推定

標本의、 zp:均f直즐 f라 하고 母集團의 zp:均f直를、 Y라 하연 f와 Y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n 

DYi 

Y=-κ--

N 

DYi 

y=-π---

우리는 標本{直로부터 P는 얄고 있지만 母集團의 zp:均f直인 Y는 모료고 있A므로 P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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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의 값을 推定해 야 한다. 그런데 j는 F의 不偏推定子(unbiased estimator)이 마. 

의 期待(直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因하여 Y와 같기 때문이 다. 郞，

그것은 f 

ιI L그 Yi \ 
Þl n n N 

E(ÿ)=E\ --- j=--::-D E(Yi)=-느DDYiP(Yi) 
\ n n 'T=i ’ i=1 i=1 

n N 
쓴-1:.그 ε그 y，. 

N 

DYi 
1 1 흑 i=l 

------- , 
N η 뜸t N Tt i=1 i=1 

:. E(ÿ) =y 

n 
촌-ε그 y=一손-ηy=y 
“ ‘=1 Ft 

그리고 P의 標本分布는 正常分布의 形態를 갖게 된다. 

다음에 j의 變異를 보면 두가지 로 區分할 수 있는데 하나는 抽出된 單位를 

兩者의 경우 :ceplacement)하는 경 우이 고 다른 하나는 還元하지 않는 경 우인데 ,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V강 (ÿ)=17l/η : 還元의 경 우 

여기서 ， 17l 

N 

D(Yi-Yl 

N 

κr (ÿ)= (1-꼼) Sy2/n: 非還元의 경우 

N 
ε그 (Yi-y)2 

여기서 ， Sy2 
N-l 

(1) 

(2) 

還元(with

i의 變異는 

實際는 非還元의 경우가 많으므로 式 (2)를 主로 取됐해 

없는 Sy2는 母集團의 變異이므로 實際의 경우에 는 그 값을 

의 變異인 Si가 Sy2의 不偏推定子이므로 그를 代置시 킬 수 

式(2)에 包含되어 

된다. 多幸허 標本

보기로 한다. 

알수 없게 

있다. 곧， 

κr(ÿ)= (1--꼽 ) SHπ 

월(Yi-ÿ)2 

여기서 ， Sl= n-1 

‘따라서 母集團의 zp:행f直 r의 信賴區間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P±zOj 



78 環 境 論 홉쫓 

여 기 서 , (J~= "f V.πý) 

95%의 信賴度를 갖는 母集團의 Zf'Ý영 f直는 ÿ- l. 96<1J와 ÿ+ l. 96 따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한펀 母集團의 總和(aggregate)를 Y라 할 해， 그의 推定f直 f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곧， 標本의 zf'均[直를 母集團의 크기 N로서 乘한 값이 된다. 

Y=Nÿ 

그리고 推定(直 Ý의 變異는 다음과 같이 表示되어진다. 

κr(Ý)= V.r (패)=λí2 V.져)=N2 (1--씀) Si/η 

2. 톨化標本抽出메 依한 母數{直推定

層化抽出方法에 依하여 抽出된 標本의 結果(直로부터 母集團의 zp:均(直를 推定하는 問題는 

單純無作馬標本抽出의 경우와 같은 原理가 적용펀다. 많述한 層化抽出에서의 標本크커 決

定部分에서 定義한 記號를 그대로 使用하여 母集團zp:均의 推定{直를 求해보키로 한다. 

母集團平均의 推定子는 다음과 같이 定義되는 &이다. 이것은 짜/N.의 項을 包含하고 았 

H 

IJ NhÝh 
h=1 

Yw N 

기 에 -種의 加重平均直(weighted mean) 라고 할 수 있 다. 여 기 서 , NhÝh는 層 h의 總和의 

H 
推定直이 고- 일꽤h는 母集團總和의 推定直이 다. 

그리고 Ýw의 變異는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H 、

V.r(Ýw) =괜 원 λíh2 (1-퍼一JSNπh 

ηh 

Z그 (Yhi-Ýh)2 

여기서 ， Sh2 
ηh-l 

따라서 母集團의 平均[直 r의 信賴區間은 다음과 갚으며， 여기서 oμ는 ν V.r(Ýu.) 와 같다. 

그리고 Ýw의 標本分布 亦是 正常曲線을 그리게 된다. 

ÿw+Z<1Jw 

3. 等間隔標本抽出에 依한 母數{直推定

等間隔抽出法은 母集團을 η個의 等單位數集團으로 나누고， 그 各集團에 서 1個의 單f立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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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出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測定{直를 YhY2 , ... , Yh , ... ， Yn이라 하면 이 標本의 

~均{直는 다음과 같이 되 고 。1 ÿ는 母集團平均 Y의 推定子가 된다. 

D Yh 
h=l 

Y=--강--

그러나 f의 變異는 等閒隔抽出의 경우에서는 簡單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으로 그몇 

가지 方法틀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의 方法은 單純無作德模型(simþle random model)인 

것이다. RP , 이것은 等間隔으로 抽出된 標本을母集團으로부터 單純無作寫로 抽出펀 것으로 

看做하여 Y의 變異를 算定하는 方뽑으로서 다음과 같이 單純無作罵標本抽出의 경우와 같이 

表示된다. 

V.r(ÿ)=ai/η : 還元의 경 우 

Var(ÿ)= (1-꼼) Sy2/n; 非還元의 경 우 

여 기 서 , a)와 Sy는 各各 母集團과 標本의 標準偏差임 

j의 變異를 決定하는 두변째 의 方法윤 層化無f'f寫模型(stratified raridom íhodel) 이 라는 것 

인데 이 는 母集團을 χ個의 等單位數의 集團으로 나누고 이 들 2個이 상의 集團을 한 層(strata)

으로 하여 各 層으로부터 2個以上의 單位를 標本으로 抽出하는 것으로 想定하여 j의 變異

를 計算하는 方法이 다. 따라서 이는 層化標本抽出에서의 加重~뀔{直 μ의 變異와 같은 公

式을 갖게된다. 目p，

H ‘ 

κr(ÿw) =팬} 잃 N h2 (1-캐i-} &2/%h 

i의 變異를 求하는 세 벤째 의 方法은 雙數單位選擇模型(paired sèlectiòns 1nòdeI) 이 다. 01 
것은 η個의 等單位數集團들을 2個集團씩 묶어 하나의 層으로 하며， 各 層으로부터 2個의單 
位를 無作寫로 뽑아 標本이 되었다고 想定하여 ?의 變異를 求하는 方法이다. 等間觸의 ‘료 
기흘 κ라 하면 層化抽出方法의 경우에서 使用한 記號를 使用하여 다음의 等式틀이 마련된다. 

N=χ& 

Nh=2κ 

H=n/2 

짜=2 

層 h에서 抽出된 2個單位의 測定個가 Yhl 및 Yh2라면 層 h에서의 標本2f'均 Y.h는 
까._ Yhl+Yh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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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으로 層 h에서의 標本變異 Sh2는 다음과 같이 된다. 

Sh2= 1.그 (Yhi-ÿh)2/1 

= (Yhl -꾀쁨서2 + (Yh2 _펀폼Lr 

=(광-쁨) \ (꽁 」뜸) 2 

Sh2뉴융(Yhl-Yh2)2 

環 境 論 홉훌 

Sh2는 하나의 層內에서 의 標本의 變異이묘로 標本全體의 平均{直인 i의 變異는 달리 究明

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경우는 層化抽出方法을 適用한 것이기에 層化抽出方法에서 수럽된 

變異의 公式을 利用할 수 있다. 郞，

에서 

이으로 

H 
κ져)=냄'2깊Nh2(1- ηh/Nh)Sh2/ηh 

l\T 
Nh=2κ=2긍슴， nh=2 , H=풍， 

2 1 η 
ηh/Nh=정: =--r= N =f(標本率 : sample fraction) 

1 n.G, N2 융(Yhl-.)'’h2)2 
κr(ÿ)=숲 갚 4 강 (l-f) -'"'-경 

1-f "ß . κrCÿ)=-=--::-f- ..[J(Yhl-Y’h2)2 
rr h=1 

가된다. 

끝으로 네 번째 의 方法은 連續的 相差模型(successive difference model) 이 라는 것 인데 , 이 것 

은 첫째 標本單位와 둘째 標本單位와의 差， 둘째 것과 셋째 것의 差， 셋째 것과 네째 것의 

差 등 (η- 1)개 의 연속적 인 差를 求하여 이 差의 값들이 無作寫로 抽出된 것￡로 看做하여 

5의 變異를 求하는 方法이다. 이 경우는 N=η-1이고 單純無作寫抽出의 경우에 수협된 f의 

變異公式을 주Ij用하여 다음과 같은 i의 變異式을 얻게 된다. 

1-f ~ Var(ÿ) n .. ~_ J 1'1 ..[J (Yg-Y싼1)2 
2η〈η- 1) F1 

여기서 ， f=一꽁 

이상에서 說明한 4가지 方法에 依하여 P의 變異가 영어지게 되면， 母集團ZJS均 Y의 推定

~fi直의 信賴區間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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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ZO"j> 

여기서， O"j>= v'V강ÿ) 

4. 集落標本抽出에 依한 母數f直推定

N個의 單位로 된 母集團을 A個의 集落으로 나누었다고 하고 i먼째의 集落의 크기를 Nj라 
하고 이 Nj로부터 抽出된 標本의 크기를 찌라 하면 다음의 等式들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a는 

M 
A 
-] 

다
 

; 
: 

N 

α 

n=ε그η1 

A에서 抽出된 集落의 수이다. 

集落標本抽出에 依한 母數{直의 推定은 集落과 標本크기 의 等差에 따라 두가지 경 우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集落과 標本의 크기가 各各 모두 同一한 경우， 郞 짜가 i에 

不對하고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지며， 찌가 t에 불구하고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지는 경우이고， 

또 한 경우는 集落과 標本의 크기가 모두 各各 相異한 경우이다. 

(1) 集落과 標本의 크기 가 各各 同一한 경우 

A個의 集落의 크기 를 B , 곧 Nj=B라 하고 抽出된 各 集落A로부터 다시 抽出된 

크기를 b, 곧 ηj=b라 하자， 그리고 a번째의 集落에 있는 B個의 單位中에서 엉먼째의 

가 抽出되었다고 하고 이의 크기를 Yaß라고 하고 Y를 母集團의 zp:均{直라-하면， 母集團의-變 

標本의 

單位

異 0"2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N A B 
q2=낌(Yi-Y)2jN=앓 앓 (Yαß-Y)2jAB 

=~!~ 승 2학(ÿ，， -ÿ十Yaß-ÿa)2 AB ~ ~ '"'' ~ . Jap 

A B 
Z그 ε그 ((ÿ，，- Y)2+2(y"-Y)(Y，，껴 -ÿa) + (Yaß-ÿα)2J 1 

- AB 

_4 B 

j효-Dl고2(ÿ2-Y)(Yαrÿ，，) 
,,=1 ß=1 

이 式에서 中間項은 

A B 
--느 D2(ÿ,,-Y) 잉(y얘-ÿ，，) - AB ~~VU ;;ï 

中間項은 001 。1가 되 고， &(Y뼈-ÿ，，)은 平均直의 性質에 따라 0의 값을 갖게 되 므로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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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만다. 따라서 (}2의 式은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 

A B 

a2=요F 월 월((ÿ"_ Y)2+(y"rÿ，，YJ 

A B A B 

=펴늄 깊 낄(ÿ，， -Y)2+lÎB-깊 ￡F@@a-i@)2 

A A B 

=피눔- lJB(ÿ，， -Y)~+효훈깊 깊(yαß-ÿ，，)2 
"'=1 ’ 

A A 8 

a2=그- 월(ÿ，，_Y) 2+회B깊 융곤(Y"ß-ÿ，，)2 

수 

위의 式으로 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郞， 첫째의 項인 

變異이 며 이는 Oa2로 表示될 
A A 

숭-lJ(ÿ，， -Y)2=월(ÿ，， -Y)2/A는 ÿ", 곰 集落平均植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의 項은 集落zp:均{直間의 變異가 되는 것이 다. 

A 

a.2=lJ (ÿ,,-Y)2/A; 集落平均f直間의 變異

B 

흡(Y"'ß-ÿ，，)2/B는 Y"p의 한 集

B 

ε그(Y"ß-ÿ，，)2 
ß=l 

가되고 B 
A 

項은피-월 둘째의 그리고 

羅內에서의 變異이므로 ah2로 表示될 수 있으묘로 다음과 같이 整理된다. 

A 
효{낌 I1h2 

B 
lJ (y",rý",)2 
ß=l 

냐
 에 않 

B 

=소AI1b2 
=l1h2 集落內 單位間의 

따라서 母集團의 變異는 集落平均間의 變異와 集落內單位間의 變異의 合A로 되 어 

變異

있음을 

알 수 있다. 郞，

I1b2 

(母集團의 變異) (集落平均間의 變異)(集落內單位閒의 變異)

그러므로 또한 標本全體의 zp:均{直인 j의 變異는 Y의 集落間의 變異와 Y의 集落內 變異의 

合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郞，

+ 2 11. 2 o 

보면 集

Var(ÿ) = Var.(ÿ) + Varb(ÿ) 

集落의 抽出과 抽出된 集落內에서의 單位抽出은 單純無作寫抽出에 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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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間 및 集落內 變異는 單純無作寫抽出에셔 1수렵펀 變異의 公式을 그대로 使用할 수 았다. 

-따라서 V.r.(ÿ)와 I깅rb(ÿ)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κ.(ÿ)= (1-뚱) SNa 

κrb(ÿ)= (1-뚫) Sb2jab 

위 의 式에서 S.2과 Sb2은 (]a2과 (]b2의 不偏推定{直로서 다음과 같은 公式을 갖는 것 이 다. 

g 앓(ÿ"， _ÿ)2 

S. =-a-1 標本의 集落間 變異

DD(yαβ _ÿ"，)2 
z '"=1 β=1 

Sb=-느 "_1 標本의 集落內 變異a 

짜라서 i의 變異는 最終的으로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찌)=(1-뚱) S.2ja+ (1-웅f-) Sh2빼 

萬一 抽出된 a個의 集落에서 모든 單位를 全部 抽出하였다면 b=B가 되므로 위의 式에서 

第2의 項은 0이 되어 없어지고 i의 變異는 

떠)= (1-좋)갱흐 
로 된다. 마지막 式에서 볼 때 i의 變異즐 줄이자면 S.2의 값을 적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集짧內의 性質을 類似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集落抽出에서의 集落化

의 基準은 各集落內의 單位間에는 극히 異質的 關係가 있되， 集落과 集落間에는 相互等質

‘的 性質을 갖도록 나누는 것이다. 

(2) 集落과 標本의 크기 가 各各 相異한 경 우 

먼저 A個의 集落가운데 抽出된 a個의 集落의 크기를 XJ， X2，"'， Xc"… ，X.라 하고 그 抽出

된 各集落에 서 다시 抽出된 標本의 크기 를 各各 X J, X2 , "'， Xα， ... ， Xa라 하면 첫 째 段階에 서 의 

集落標本抽出率 좌와 둘째 段階에서의 單位標本抽出率 가는 다음과 같이 表示펀다. 

!.=-풍-

X ,. 

Jb=-Xτ 

그러므로 하나의 單位가 標本으로서 抽出될 確率은 1.1↓가 된다. 

여 기서 母集團의 zp:均{直언 f를 推定하기 위 해 서 母集團의 ι總和인 Y와 總單位數인 X의 

-推定{直를 求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ÿ=YjX가 되기 째문이다. y，αg를 集落 a內의 R벤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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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의 값이 라고 하고， ÿ"，를 集落 a에 서 抽出된 標本의 zp:均이 라고 하면 ， ÿ"，는 다음과 같 

이 表示펀다. 

X ", 

ÿ"，=앓YOIß/X"， 

集落 a의 推定總和를 Y"，라 하면 그것은 集落 a의 標本平均f直에 集落 a의 크기를 乘한 것 

￡로 되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Y"=X"ÿ,,, 

γ X" 
-츠ξ I.J Y"ß 

'"α ß=1 

X ", 

=승- I.J Y뼈 
Jb 껴=1 

따라서 抽出된 集落全部에 대 한 總和의 推定을 Ya라 하면 

fa=칠 Y"， 

가 되고， 集落當 平행 總和는 

fa 
gY@ 
@=1 

a a 

이 훨 것이묘로 母集團總和의 推定{直 Y는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Y 

-; 

a 

g
찍
 
-, 

라
 

’Y 

t.I a 

••- I.J Y" 
‘
ι a=l 

o XN 

=-fr 깊 -7r 깊 Yaß 

j? l l aXα 

=τ 'fb- • 낌 깊 y"β 

다음으로 母集團의 크기 언 X의 推定(힘를 求해 -보기 로;한다. 抽出된 a個의 集落의 총 크-
기는 깊&이으로 集落當平均單位數는 월 Xa/a가 된다 따라서 母集團의 크기 X의 推定
{直를 X라 하면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게 된다. 

γ
@
 「

a
g쉰
 

A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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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a 
=-f즈一Z그 Xα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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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a g 
헤
 

1 

-
좌
 

fò=x"/X，，이므로 X，，=x，，/fò가 되어 X는 다음과 같이 整理된다. 

~=냉r·굉「효 x" 

댄
 
f 

才

煩

= 

a
π
ι
 
-Y 

顧購덮
 

‘
러
 

그
 

뼈
 

”
v“ 

f% g 
”n 

a g 
쩌
 

:. y= 

Dx", 
0:=1 

가 된다. 윗 式의 分母는 標本의 크기 이 고 分子는標本의 總和(直이묘로 結局 母集團 .zp:均의! 

推定{直는 標本의 .zp:均f直가 되 는 것 이 다. 

다음으로 標本의 .zp:均{直인 Y의 變異를 求해 보기로 한다. 標本의 크기를 X라 하고 標本의 

總和f直를 y라 하면 ÿ=y/x가 되 고 j의 變異는 多少 複雜한 過程을 거쳐 다음과 같은 近似‘

式을 갖게 된다. 

Var(한-꿇:- [V ar(y) + ÿ2Var(x) - 2ÿCov(y,X) J 

이 式으로부터 標本의 크기 가 -定하면 j의 變異는 

Var(ÿ)=냉"2 Var(y) 

가 됨을 알 수 있다. 

Var(y)를 알기 위해서는 y=ayα임을 想起할 必훨가 있￡며 ， y，α의 變異는 

、 Q‘’ 2 

Var(y",)= ( 1-죠-) 풍ε 

이고 이 式에서 Sy，l는 

、

ι
 셰

 
ι
 

a v 
‘ 

a g 

셉
 
a 
ε그'y"，2_y2ja 
@=1 

a-1 

a-1 Sy.,.2 

이므로 Var(y)는 다음과 같이 表示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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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Var(ay .. ) 

=a2Var(y .. ) 

=a2 (1-꽃) Syα2ja 

=a (1-풍) Sy강 

Z그 y，，? -객-
:. Var(y)=a (1--웅-) ~=1 “ 

環境홉옮홉흥 

같은 方法으로 하여 x의 變異와 (y，x)의 共變異는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된다. 

Var(x)=a ( 1-갚) 
D xa2- x2ja 
.. =1 

a-1 

/ 、 월 Yaxa-yxja 

αv(y，x)=a l 1-숭-) a-1 

위 의 세 式을 var(ÿ)式에 代入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은 結果式을 얻게 된다. 

1 a(1 -ajA) M .. 21-"'2h_2 <);;-:-' •. _1 Var(f)=-:「·-------- ! g 싫+ÿ2 D xa2-2ÿ L;:JYaXal ι2 a -1 I ~ v ~ • v ~ -v ~V " •• ~ I 

母集團平均의 推定[直가 갖는 信賴區間은 

ÿ+Z<1y 

가 되고 <1y는 위의 式에 依해 計算된 Var(ÿ)의 zp-方根의 값과 같다. 

V. 標本調훌에서의 時間 뭘 費用의 훌定模훨 

標本調훌는 짧은 期間에 적은 費用을 使用하여 所期의 目的을 最大로 達成하고자 設計된 

調훌方法이다. 따라서 時間과 費用은 標本調훌에서 매우 重훨한 實質的인 意味를 갖고 있 

다. 標本調훌를 實施함에 所훨되는 總、時間과 總費用을 算定하는 데는 여러가지 相異한 接

近方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單純無作寫抽出에 依한 標本調훌의 경우와 集落抽出에 依한標 

本調훌의 경우에 대하여 代表的언 時間과 費用의 算定模型을 各各 하나씩 紹介하여 보고 

자한다. 

1. 單純無作뚫抽出에 依한 標本調훌에서의 時間파 흩用의 算定模型

標本調훌의 對象이 된 地域의 面積을 A라 하고 抽出된 η個의 標本이 이 A에 아주 均等

하게 分布되어 있다고 假定하면 標本單位間의 直線거리 d는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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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1l.P, 다음 그렴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本地域이 正方形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현 
• 

{ 
n 
------• 

-“
1 ‘/A 

• 。… ... … ...... 。

0 ……… ... …。
o 0 。… .......... ‘ .. 0 

。 00… ......... …。
• 、IA--→

•---- ‘/도 • 

O 

。

。

O 

、IA 이모 한 쪽에 陣列되 있는 標本單位의 數는 、/죠가 되으로 單位地點間의 直線平均거 리 

/ 

하
 

d는 

로 表示된다.f를 單位地點間의 直線거리를 寶際의 曲線거리로 變更시키는 作用因子라고하 

면 單位地點間의 實際zp:均거 리는 

d=fJ:꽃 

地點11直으로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全거리 D'는 다음과 

가 된다. 한쪽 구석에 位置하고 있는 點에서 出發하여 

調훌해나간다면 마지막 地點까지 到홉했을 째는 그의 같이 表示될 수 

-A-x 
d 

μ
μ
Y
 

n
갯
 j
μ
 

η
 

”“ 
ι「
i、

D 
있다. 

되고 實際의 總調훌日數가 K日間이라고 하면 除去펀 單位地點間의 移動回數는(K- l) 이 

S라하고 

이 의 총거 리 는 (K- l)f..!보- 가 되므로 實際의 總調훌體거 리 D는 다음과 같게 된 다 
n 

D=D'-CK-üf)펼7 

= (n-K)fj-좌-
n 

調훌의 總所要日數는 이러한 거리의 크기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고 利用한 交通手段의 

速度와 標本單位當 調훌所훌時間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펀다. 時間當 移動速度를 

單位當 調훌完T時間을 t라 하면 總調훌所要時間 T는 

T= .D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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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表示될 수-있다. 그리고 하루에 調훌를 위하여 劃當될 수 있는 時間을 h라 하고 이 h時

間中 寶際調훌行寫에 使用되는 比率을 r이라 하면， 調훌에 所훨되는 總、日數 K는 

K= ~ -
--까[ 

로 表記된다. 위의 두 式으로부터:$를 求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K=-Z-
rh 

숙L+at 

(n-k)fJ .똥+껴 
S 

rh앞(n-k)fJ꽃+nSt 

=nf. /二곤 -Kf./二곤+nSt 
.V n v n 

K(rhS+fJ.뚱) f 패 +ηSt 

K=쉰책±깐표~ 
rhS+지/량 

다음에는 調훌費用의 算定公式올 수립해 보기로 한다. 먼저 費用과 關聯한 몇가지 記號

를規定해 둔다. 
Cl= 日當 總A件費(手當等)

C2=單位거 리 當 旅行費

C3=標本單位當 集計 • 整理費

R= 日當 往復거리 

따라서 總A件費는 c1K가 되고， 總旅行費는 c2(D+RK)가 되며， 總集計 • 整理費는 C3η이‘ 

되므로 調훌에 所要되는 總費用 C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C=c1k+C2(D+Rk) +C3n 

2. 集落抽出떼 依한 標本調훌에서의 時間과 활用의 算定模휠 

먼저 集落抽出에 依한 標本調훌에서 所훨되는 時間을 算定하기 위하여 몇가지 記號를 設

定해 두기로 한다. 

A=對象地域(母集團)의 總面積

Ac=抽出된 集落의 總、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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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內包된 總集落數

ηz=抽出된 集落의 總、數

η=標本의 크기 

d=標本調훌單位地點間의 平均 直線거 리 

장=各 集落內의 zp:均標本크기 

Dw=抽出된 모든 集落內에서의 總、旅行거 리 

f=單位地點間의 直線거리를 實際의 거리로 變更시키는 作用因子

抽出된 集落의 總面積 Ac와 標本地點間의 zp:均直線거리 d는 다음과 같은 式을 갖게 펀다. 

A，=-보 m -.-.-m=~A c- M .,.- M 

d=않←=J몇 
_ ;-과:;;r--

V nM 

抽出된 하나의 集落內서의 地點間 總移動數는 ñ-l이 되고 그의 實際 總거리는 (껑-l)fd 

←가 되므로 抽出된 모든 集落內에서의 移動거리 Dw는 다음과 같이 된다. 
Dw=m(껑-l)fd 

=m(ñ- l)f J짧r 

=(n-m)직/讓; (mñ=η) 

抽出된 두 個의 集落間의 거 리 를 dc라고 하면 다음 그렴 으로부터 이 따는 아래 의 等式으 
로 表記될 수 있다. 

i 깨7죠 3 

표
 쩌
 

4 
• 

4 “ 

dr 

d,= / 보-- / A + /꾀도
ι v η-z ylir ‘ v 다xr-

~oJ 러한 ιL의 거리를 갖는 여행은 모두 (η2-1)回가 있게 된다. 따라서 抽出된 모든 集濟間



9Ò 

의 總、旅行거리를 DB라 하면 이 DB의 實際거리는 

DB=(m- l) fdc 

로 表示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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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 調훌에 所훌된 總H數인 K 日間에 있어서 單位地點間， 흑은 標本集落間의 移動中

(K- 1)回는 節約되어지게 되는 것으로 본다. 여거서 Pw를 集落內에서 l回의 移動이 除去되 

는 確率이 라 하고 Pb를 集落間에 1回의 移動이 除去되는 確率이 라고 하면 이 들 Pw와 Pb는 다 

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 

Pw=in- 1) -(m- l) -
η-1 

-(η-m) 
n-1 

Pb=쁨꽉( 
그리고 Ew와 Eb를 各各 集落內와 集落間에서 節約된 期待거리 (expected distance) 라고 하 

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Eι=Pw(K- 1)f 견추 
、 η」ι

Eb=Pb(K -1)fdc 

그러므로 調훌에 所훨되는 經移動거리를 D략하면 이 D는 Dω， Ew ,Db' Eb에 依하여 다음 

과 같이 表示된다. 

D=Dw-Ew+Db-Eb 

單純無作寫抽出의 경우에서와 같이 S를 時間當 移動速度라 하고 t를 單位當 調훌時間。} 

라하면 總所要時間 T는 

T=- 운+찌 

로 表示된다. 그리고 亦是 h를 日當 可用時間이라 하고 r를 日當 調훌뽑U當時間比率이라 하 

면 總調훌所훨日數 K는 

K=~ ----
rh 

로 나타내어진다. 이에1 關聯數式을 代入하여 整理하면 다음과 같은 結果를 갖게 된다. 

K=--l' -
rh 

-훈+nt 
rh 

Dw-Ew+Db- E, 

rh ν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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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m)f./쩍~-Pw(K- 1)f. /쩍+ (m- 1)/dc-pb(K-1)fdc V nM -,. '\1 nM 
V n .LY.L y I ““ +ηt 

S 
rh 

Ksrh=(η-m)f 강쌓-걷二걷~(K- 1)f ./걷좌~+ (m- 1)fdi:-걷二f-(K -1)fi짜+Sηt 
v 감M n-l \..~ .l..JJ V nM 'V' • .L.JJ~C- n-l 

( t;J_1., n-m .r /김11 ， m-l \ I mA , n- m r I mA K (Srh+프二깐f • / m:; + r~~-←fdc) =(n-m) f , / _m~_+ ~-r:- f. / m:;_ \ n-l J V 7피T' n-l J"C J -V'-"'.J J v -nM-'ii=rJ V nM 

+Cm- l)fdc+젖드F fdc+&t 

K [(←1)Srh+(η-m)fj짧+ (m- 1)fdc ] =(n- 1)(η-m)fj짧 

+(η-m셋짧+(η- 1) (m- 1)fdc+ (m- 1)fdc十 (η- 1)8ηt

n(χ-m)f ./..!!.앞+η(m- I)fdc +n(η- I)St 
K=←쓰-

(η-l)Srh+(n-m)상鍵+(m-1)꿇 

I mA " ., ,( I A I A . I “’ A \ 
v η(η-m)f~김화 +η(m- l)f〓과--씨펴~+새값숱)+η(n- l)St 
‘-----

(η- 1)Srh+(n껴침짧+(m-고Jι쫓피꽁핍짧「 

다음에 集落抽出에 依한 標本調훌에서의 總費用算出은 이미 說明한바 있는 單純無作馬抽

出에 依한 標本調훌에서 수럽한 公式과 같은 것이 된다. lllP, Cl을 日當 A件費라하고 C2를 

單位거리당 旅行費라 하고 C3를 單位當 集計·整理寶라 하고 R을 日平행 往復거리라고 하 

면 總調훌費用 C는 다음과 같이 表示되 어 진다. 

C=c1K +é2(D+ RK) +C3n 

VI. 結 語

標本調훌의 根本趣릅는 許容誤差의 限界內에서 期待精度의 水準을 維持하면서 調훌費用 

을 最少化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연 주어진 寶用의 限度內에서 調훌의 目的을 最大로 達

成하려는 것이다. 

標本調훌로부터 얻어진 統計{直 自體가 標本調훌의 最終目的이 아니고 母集團의 값， 공 母

數{直의 發見이 그의 目的인만픔 이와 같은 觀點에서 標本調훌가 科學的으로 逢行되지 못한 

다면 그의 所期目的은 決코 達成되기 어려울 것이다. 標本調훌에 있어 標本크기의 決定을 

f홉始하여 標本抽出， 母數{直推定， 時間 • 費用決定 퉁이 쫓當하게 이루어져야 할 所以가 여 

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 냐 우려는 實際 費用。1 냐 時閒안을 基準‘으로 학역 多分헤 주역 쿠군式‘오록 標本크기 



92 環 境 論 홉쫓 

나 標本抽出方法을 決定하여 母數{直의 推定이 거 의 無意味하게 되 는 標本調훌의 實例를 많 

이 보게된다. 標本調훌를 通해 얻어진 弱한 代表性의 統計結果를 가지고 調훌對象全體의 事

寶인양 짧表하는 것은 至極히 醫械해야 할 行寫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無責任한 行德

의 原因은 時間의 制約이나 專門知識의 缺如에도 있겠지만 보다 根本的언 原因은 보다 차 

분한 科學的 윷勢의 缺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本橋가 如斯한 調훌碩向을 보다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調훌方向으로 轉換시키는데 方法論

的 立場에서 多少냐마 寄與할 수 있는 參考論文이 되어지기를 훌心으로 希求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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