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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여론즈사에 표본편파(Sample

Bias)

문제점과 가증쳐를 사용한 보정방법: 성향징수
가중파 반복비례 까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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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전화조사를 이용한 대표성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표본조사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대안적 여론조사 도입이 시도되

고 있으며， 몇몇 사례들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고 기존 표본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대안적 여론조사밤법이 갖고 있는 표본편파의 문제점이 극복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적인 조사방법과 대안적 조사방법을 실제 여
론조사와의 비교와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조사방법의 특징과 문제

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안적 조사방법이 갖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따
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밤안으로 최큰 제기되는 새로운 가중치 부여방법인

성향가중방법과 반복비례가중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만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방법보다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편차를 줄이

는 데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통계학적 문제점들과 적용
사례가 충분치 많다는 점， 그리고 몇몇 치명적인 실패사례들은 대안적 여
론조사방법이 활용되기 위한 보정밤법에 관한 지속적인 추후연구가 필요
함을보여주고 있다.

Key Words : 여론조사， 유선전화조사법， 대안적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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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여 론조사에 대해 논하기 전 우선 여 론(與論)의 바른 뭇을 알아야 한다. 여론

(與論)의 수례 여(與)자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與자는 형성문자(形聲文字)
로 수레의 뭇을 가지고 있는 車와 ‘여’의 음을 나타내는 昇자가 합쳐서 만들어
진 것이다. 이 昇자에는 있다(居)라는 뜻도 포함한다. 따라서 與자의 가장 으뜸
뜻(訓)은 ‘수레’이고 한자 옥편에서 찾을 때에도 수레 車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글자의 뜻을 보면 임금이 타고 다니던 가마나 수레(與罵)， 온 세상을 의미

하는 땅 또는 천지(大東與地)， 무리(꿨)， 많다(與望)， 밑바닥(車低) 등 여러 가지
가 있다. 따라서 여론을 글자 뜻대로 풀이해보면 “임금이나 치자(治者)가 수레

를 타고 다니며 온 천지의 밑바닥 무리(百姓)들로부터 듣는 많은 의견”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못 중에서 ‘많은 무리의 의견’이라는 뜻만 잘못 전
달되어 현재 與論을 단지 다수의 의견(댔論， 與論)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세상에 널려 있는 의견”이라는 세론(世論)이 더 정확한 團論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 여 론조사의 최 근 성 적은 자랑할만하지 못하다. 1996, 2뼈년 총선
예측 여론조사가 황당할 정도의 실패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4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물론 1997년 대선조사에서 선
두 2 명 후보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박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측
했고， 2002 년 대선에서도 선거기간 중의 여론추이 조사(tracking poll) 결과를
보면 정확히 판세를 읽어 체면을 살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與論(m떼 ority opinion) ’은 곱지 않
은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의 표본 틀은 확률적 표집방식을 유지한 전화조사와
대인면접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이 두 조사방법은 각각의 고유한 조

사영역에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전화
조사는 전화번호부 변호등재 누락， 연령대별 재택 시간의 차이， 1 인 가구의 증

가， 1 가구 2 전화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
다. 또한 대인면접조사 방법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 숙달된 면접원의 부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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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조사 거절 등으로 인해 수행하기 점점 힘들

어지고 있다.(조성겸과 강남준， 2003; 이흥철， 2002; 홍내리와 허명회， 2(0 1). 이
중에서도 전화조사방법은 간편성

신속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사비용 등의

특성 때문에 현재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아 쓰이는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론조사 환경은 기존 전화 표본조사 방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3 ，400만 여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급률， 전체 가구의 70% 에 이르는 초고속인

터넷 통신망의 확산 및 3.200만 명에 육박하는 인터넷 이용자수 등 정보기술
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표본조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표본조사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시 · 공간적 환경에 대한 무제약성은 시
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한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20대 젊은 세대에게 유선전화에 의
한 여론조사는 낮은 접속률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보통
2-3 일안에 끝내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적 조사방법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안적

여론조사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조사와

휴대전화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이러한 대안적 조사 표집 과정

과 기존의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하는 조사의 경우에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비
교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성향
점수를 사용한 성향가중방법과 반복비례 가중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가

중법들은 현재 주류 여론조사 방법으로 정착된 유선전화 여론조사 수행과정에
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달률 오차나 무응답에 의한 표본 편파를 보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중방법을

사용한

실제예로

미국의

Harris- Interactive의 인터넷 조사 사례와 우리나라의 2002년 대선 인터넷 조사
예측 결과를 논의했으며， 최근 3 년간 수행된 18개 여론조사의 표본편파를 반복

비례 가중법에 의해 보정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여론조사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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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대안적 조사방법과 문제점
1) 대안적 조사방법의 등장 배경
새로운 여론조사 기법의 등장과 쇠퇴 과정을 보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거의 영화에만 집착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다. 첫 번째 로는 1936년 루즈벨트(Roosevelt)와 랜든(Landon) 의 선거 결과

를 잘못 예 측했던 ‘ Literary Digest’가 1916년부터 대 통령 선거 여 론조사에 서 써
왔던 우편조사기법 (mail survey) 이 그 예이다. Literary Dig않는 우편조사 방법
을 사용해 대통령 선거결과를 정확히 맞추었고， 특히 1932년 선거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루즈벨트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러나 1936년 선거에서는 우편조
사 표본의 잘못된

표집틀(sampling frame) 때문에 예측에 실패하게 되고 이 잡

지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때부터 여론조사에서 우편조사방법을 대
체해 호별방문에 의한 인터뷰 기법 (door-to-door canvassing) 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어 1948년 미 대선이 또 한번 여론조사 기법 변화의 고비가 되었다. 모든
여 론조사회사들이

트루만(Truman) 의

마지 막 역전 상승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듀이 (Dewey) 의 낙승을 예측했었다. 그 결과 의회 청문회까지 열려 결국 확률
표본이론에 의한 표집기법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응답자를 면접자가 선택했던
호별방문 인터뷰기법은 여론조사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가정

전화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전화번호부를 표집 틀로 사용한 확률적 표본조사

방법이 신속성， 저렴한 비용 때문에 주된 조사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화조사방법이 현재 여론조사의 중심 조사기법으로 자리 잡았다(Crespi，

1987).
그러나 모든 조사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면 특정 조사방법에 따른 편

향(bias) 이 발생할 경우 모두 같은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여론조사 조사기법이 그랬듯이 사회가 변천하면서 유선전화에 의한 여론
조사 방법은 최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요일/시간대 별 재택률
차이에 따른 표본편포 문제， 낮은 응답률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의 대표성 문
제， 개인의 투표성향을 조사하는데 개인전화가 아닌 가구전화(household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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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문제 등 체계적 펀차요인이 전화여론조사에 존재한다고 밝혀졌다(홍내
리와 허명회， 2001; Taylor, 2(00).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법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법은 도태되었다. 따라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구 유선전화에 의한 데이터 수집방법은 인터넷， 휴대전화
와 같은 개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적
합한 여론조사 방법이 아닐지 모른다.

2) 대안적 조사의 표본추출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확산으로 인해 여론조사기법
발전에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한 조
사기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개인적 접속을 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

어 조사자들이 그 동안 꿈꿔왔던 환상적 기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인
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여론조사에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다
수 내재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은 주로 표집 틀과 연관된 표본의 대표성에 대

한 것이다 (Couper， 2어에1). 아래 제시한 문제점들은 Couper(2α뻐)가 제시한 전화
조사의 대안적 조사방법(인터넷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φ 도달률 오차 (coverage

error)

인터넷과 휴대전화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표집 틀의 전집에 대한 도달
률이 100% 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도달률 오차이다. 도달률 오차는 조사결과
의 최종 추정대상인

목표전집 (target population) 과 표본과정에서 사용한 프레

임전집 (frarne population) 이

서로 달라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36년 Literaη

Digest는 잘못된 표집 틀(당시 부유층이나 가지고 있을 전화의 번호부)을 사용
했는데， 이 틀이 대표하는 프레임전집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편향되어 있어
전체 국민(목표전집)의 여론을 잘못 짚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휴대
전화는 아직 확산률이 전 국민의

100% 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전

집과 프레임전집의 차이로 인한 도달률 오차가 생긴다. 특히 연령별， 지역별
편차에 의해 오차 범위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아래 〈표 1>은 연령별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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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30대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거의 완전 포화상
태에 다다른 반면

나 연령별

50대 이상은 3 명 중 1 명꼴로 휴대전화가 없는 것으로 나티

보급률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휴

대전화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무척 높은 북유럽일부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im
〈표

& Lepkowski, 2002).
1>

연령별 휴대전화 유선전화 보급률

% (2004. 10)
50대 이상

휴대전화

coverage

66 .4

일반적으로 도달률 오차에 대해서는 전집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demographic

variable) 비 율을 알 경 우 이 것 에 맞추어 가중 (weighting)을 해 수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본이 뽑힌 프레임전집과 추정 대상인

목표전집 사이의

편차가 적고 동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 단순히 가중에 의한
인구통계학적 비율만 맞추어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통계학적 버율이 비슷하더라도 조사 대상 변인， 즉 투표 의향， 후보자 선호도

등에 대해서는 프레임집단의 구성비가 본질적으로 목표집단과 다를 수 있다.
Flemming과 Stonner(l 999)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RDD(random digit dialing) 에
의한 전화조사，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터넷 조사， 표본추출을 통한 인터넷 조
사 등 세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두개의 인터넷 조사 표본은 RDD 표본에 비해 주요 변인에 있어 구성비율이

서로 달랐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전집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가중비율을
사용해 인랴넷 표본을 수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집
단간의 차이 가 불규칙 해 단순한 비 율 가중(proportionate weighting) 방법 으로는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 GSS(General Social Survey) 데 이 터 를 사용한 분석 에 서 도 비 슷한 결

과가 나왔디-(Robinson， Neustadt & Kestbaum, 2002). GSS 데 이 터 를 사용해 인
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500여개의 태도， 행동 변인 중
100 여개가 서로 달랐다. 이들 변인 중 상당수는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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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을 통제하여도 그 차이가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는 단순한 가

중방법만으로는 인터넷 표본을 전화조사 표본과 유사하게 만들 수 없다고 결
론을 내렸다.
반면 테일러 (Taylor， 2뼈)는 Harris 여론조사회사에서 수행한 전화여론조사

와 인터넷 여론조사를 비교하면서 많은 변인들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하여 두 표본이 서로 동종표본(parallel sample) 이라고 주장하였다. 차이가 있는
변인들도 1 차로 인구통계학적 가중을 한 후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두 조
사집단 사이에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변인 (co-vari따e)들을 사용한 성향가중

(propensity weighting) 후에 는 차이 가 거 의 사라졌다.
@ 응답 거부율에 따른 문제점
미 국 여 론조사협 회 (AAPOR)는 “ Standard Defmitions: Final Dispositions of

Case αd않 and Outcome Rat않 for Surveys(www.aapor.org)'’에 서 최 종 응답률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의 응
답 완료 비율은 전집과 표집 틀이 확정된 확률표본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규정

하는 응답률 (response rate) 이 아니고 전체 조사 시도자 중 몇 명이 최종 응답
했느냐를 단순히 계산한 ‘협조율 (co-operation rate)' 로 보아야 한다. 응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집 틀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휴대
전화 조사에서 는 이 의 확보가 불가능하다(Couper， 2αlO)

일반적으로 인터 넷 조사는 아주 낮은 협 조율 (co-operation rate)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애틀 지역에서 수행한 대규모 인터넷 조사의 응답
률은 전화와 펀지를 통한 사전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조율이 9% 에
머 물렀다(Tarnai

& Allen,

은 협조율을 보이고 있다.

2(02). 패 널 구성 에 의 한 휴대 전화 조사는 비 교적 높
2(뻐년 시청행태 휴대전화 조사에서는 l 주일 평균

협조율 67% , 2001 년 조사에서 56% 를 나타냈다(강남준， 2001 , 2(03). 이 조사는
사전 응모에 의한 패널 구성과 함께 사전 응답교육 실시， 패널 참여 전원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응답률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반면 비슷한 방식

의 인터넷 패널 조사인 미국 Knowledge Network의 협조율은 조사당 25-50%
정 도로 낮게 나타났다(Krotki & Dennis , 2(0 1).
@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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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화조사의 경우 집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 통화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응답환경에 따른 편차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변 인터넷， 휴대전화 조
사의 응답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응답환경에서 성사되기 때문에 응답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질문(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등)에 대
한 진솔한 개인적 응답은 경우에 따라 유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순간적

심 리 상태 (psychological flow) 를 측정 하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주제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즉시적
응답을 하는 경우 조사환경 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내 적 반응(intemal response)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Csikzentmihayli & 뼈rsoκ 1987).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순간적 심리상태에 대한 측정 결과로 선거 후보에 대

한 선호도， 정치적 의견 등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인지적으로 구축된 성향
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응답환경이
아주 다양한 휴대전화 조사의 경우 응답 신뢰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방대한 조
사결과의 축적과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 응답자 선정의 문제점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는

일반전화

조사와

달리

전화번호부(telephone

directory) 미공개로 인해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번호 부여
시스뱀 미흡으로 인해
에서는

RDD 방법을 사용한 표집틀을 만들기 어렵다. 우리나라

RDD 방식의 무작위 호출을 정보통신부에서 스팽메일 (sp때lffiÏng) 로 규

제하기 때문에 조사표본을 함부로 선정할 수 없다. 인터넷 조사 표본의 선정도
휴대전화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표집 틀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 여론조사기구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조사할 경우
응답패널을 만들어 조사를 수행한다.1)

그러나 패널을 구성해 표본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패 널 에 서 중복 조사 참여 에 따른 응답전문가 발생 (professional respondent)
의 문제

- 자발적 패널 참여에 따른 표본의 선정 편파(selection bias) 문제

1) 응답패널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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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적 패 널 참여 에 따른 표본감쇄(attrition) 의 문제
Dennis(2에)는 Knowledge Network의 인터 넷 패 널을 사용한 조사를 다른 동

종의 전화조사(p없allel telephone survey) 와 비 교해 분석 한 결과 이 러 한 부정 적
패널 영향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을 구축해 조

사를 할 경우 장점도 있다. 패널 구성 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같은 기본적 배
경변인은 이미 조사해 입력해 놓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질문에
소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어 동일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은 또한 초기에 구축된 조사패널에서 최종 응답자 패널

을 선정할 때 전집의 구성비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3. 대안적 조사방법외 조사표본 구축방법
Couper(2때)는 인터넷 조사의 표본 구축방법을 크게 확률적 표집방법과 비
확률적 표집방법으로 다누었다. 이 두 방법은 표집 틀 구축에 있어 상이한 두

개의 조사 전통을 대표한다.
1) 미국식 확률표집 전통

통계적 확률이론에 근거해 표집 단위에 대한 ECBS(equal chance of being

selected)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역사적으로는 갤럽 (Gallup)등이 1936년 선거
예측에서 사용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계속 사용해왔던 할당표집 (quota

sampling) 방법이 1948 년도 선거 예측에 실패한 결과 구성된 여론조사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 (Blue Ribbon Committee)의 권고에 의해 조사 표집의 기본원칙
으로 정립되었다(Crespi， 1987). 이 청문회의 주 연구자가 유명한 통계학자인
모스댈러 (Mostelleη 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
행되는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은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 가
구 수와 가장 유사한 전화번호 가입 가구 수를 표집 틀로 삼아 체계적으로 최
종 조사 표본을 추출한다. 그 결과 조사 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만 통제하면

52

언론정보연구 41 권

표본의 수에 따른 표본오차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2) 유럽의 비확률적 표집전통

유럽의 마케 팅조사， 사회조사에서는 비확률적 할당표집 (quota

sampling) 기 법 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이 방법에 의한 예측이 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결과 보다
더 정확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확률 이론적으로는 왜， 어떻게 이런 결과
가 나올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실용주의적 (pra맑mtic)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다 σ'aylor，

2001). ESOMAR 2001 년 연례보고서 (www.esomar.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확률 표
본에 의존하는 전화조사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조사기법이고， 반대로 유럽에서는
할당표집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호별방문 인터뷰 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세계 조사시 장이 양분(world때de split)되 어 있다고 했다.

3) 실제 조사의 예
미국식

확률적

표본

추출방법에

충실하게

인터넷

패널을

구축한

예가

Knowledge Netwlαk의 조사패널이고 유럽전통의 비확률적 표집기법으로 패널을 구
축한 예가 뻐rris-Interactive의 예 이 다.

CD Knowledge

Network의 패빌 구축밤식

Knowledge Network(이하 없”은 확률적 표집틀 방식을 채택해 패널을 구축하였

다. RDD 방법으로 미국 전역에 대한 대표성 있는 전화번호 표본을 선정한 후 역
으로 이 번호의 거주자 주소를 알아내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패널

에 참가해달라고 권유해 패널을 구축하였다κrotki & Dennis, 2001). 따라서 IιN은
전집 (total residential telephone househ이d) 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확률적 표본
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층별 비협조자에 대한 비율을 전집과 비교해 추
정할 수 있어 확률적으로 타당한 가중방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패널에
게는 TV와 인터넷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MSN의 인터넷 TV 셋탑 박스(Internelt

TV Set-top Bo씨를 제공해 모든 패널이 동등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었
고 각 패널의 모든 인터넷 사용료를 대신 지불하였다. 이 인터넷 패널은 적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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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1 회 이상 각종 조사에 참여하고 조사 참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
는다. 현재 인터넷 패널 수는 200，αm에 육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2년 후에는 패
널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그동안 사용했던 셋탑박스는 계속 보유하고 인터넷 사용

료만 각자 지불하도록 하였다(www.knowledegnet.com). 미국 센서스(US. Census)
데이터와 비교한 패널의 계층별 표본 구성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어 전집에 대한
대표성이 잘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화선을 통한 MSN 인터넷 TV

의 접속이 불가능한 벽지 주민 약 8% 에 대한 별도의 패널을 구성해 전집에 대한
대표성을 더욱 높였다.

W Harris Interactive
H빠is는 자체 웹 (www.뼈rrispollonline.com)을 통해 자발적인 패널 참여자를 모집
한다. 따라서 비확률적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 국가

에서 수백만의 패널이 등록했다고 자량한다. 자발적인 패널 등록을 할 때 기본적
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수집해 이것을 추후 실제 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을 구
성하는데 할당자료(quota reference)로 사용한다. KN과 같이 조사 참여 정도에 따
라 경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었다. 협조율은 조사당 평균적으로 20% 미만
으로 KN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2뼈년 미국 대선 예측에서 같은 인터넷 패널 조
사인 KN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더 높았으며 확률 표본을 사용한 여타 여론조사
회사의

경우보다도

Tragott(200 1)

오차가

적어，

2뼈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정확도 평가에서 거의 모든 분야

에 걸쳐 1 위를 차지했다. 전국 규모의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뿐만 아니라 각 주
(state) 별 후보 간 득표율 예측， 주지사 선거， 상원의원 선거 예측 등 모두 72개 선
거구에 대한 예측에서도 평균 2% 정도의 예측오차를 나타냈고 딱 한군데서 승자
에 대한 예상이 툴렸다. (Taylor,

2001).

이것은 대단한 정확도로 일반적으로 비확률

적 표본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표본의 크기

상이한 선거 조건 아래서 이러한 결

과를 얻기가 힘들다.

2C뼈년 미국 대선에서 Knowledge Network와 뻐rris Interactive 모두 대통령 후
보에 대한 선거결과를 예측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일단 H빠h의 판정승으
로 나타났다. 뻐rris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패널 구축 방법의 차
이와 새로운 가중방법(성향점수 추정)의 개발에 따른 결과라 본다2). 그러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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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에 의존하고 있는 없rns의 방법은 전형적인 데이터 의존적 추정방식을 취하
고 있으므로 다음 선거 예측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 적어도 일정

기간에 걸쳐 충분한 비교결과(σac때19 rl않ord)가 쌓이지 않는 한 어느 패널구축 방
법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테일러 σaylor， 2001)도 뼈rris의 2(뼈년 선거예측
정확도는 놀랄만 하지만 이번에 사용한 성향추정 기법이 2년 후 중간 선거나 4년
후 대선 때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였다.

〈표

2>

인터넷 조사패널에 따른 후보 간 지지율 비교 (2002년 미 대통령 선거)

Gore

Bush

차이

실제 결과

48 .4%

47.9%

.5%

Knowledge Net.

44%

46%

2%

Hmis Inter.

47%

47%

0%

이러한 Taylor의 예측은 2004년 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맞아

들어 가 인터 넷 표본을 사용한 Harris Interactive의 조사결과는 성 향점 수 가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eπy의

3% 승리를 예상했다. 오히려 전통적 유선전화 표

집 틀을 사용한 조사가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표 3>).

〈표

3> 조사방법 차이에 따른 후보 지지율 비교 (2004년 미 대통령 선거)

실제 결과

Harris Interacti ve
(Intem앉 Sampl리

Harris Interactive
σ'elephone Samplε)

Bush

Keny

차 01

51%

48%

3%

47%

50%

-3%

49%

48%

1%

4) 조사 간 비교연구
오하이 오대 학교

Center for Survey Research에 서 KN의 조사결과와 Harris의

2) 성향가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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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 방법에 의한 확률적 표본의 조사결과와 상호 비교하는 연구

를 수 õ~ 하였다(Krosnick & Chang ,

2001). 조사 완료률은 RDD의 경우 43% , KN

70-82 %, Harris는 15-45% 를 나타냈다. 인구 통계학적 표본 대표성은 센서스
(census) 데이터와 비교해 주요 변인에 있어 KN은 RDD와 비슷한 4.0--4 .3% 의
차이를 보였으나， Harris는 평균적으로 8.7% 의 격차를 나타내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가중 후에는 Harris의 이러한 편차가 사라져 KN과 비슷한 분
포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태도， 행동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해 표집 틀 차이에 따른 결과의 편차를 비교하였다. 재미있는 결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중립적 의견’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
율이 Harris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유사 응답
패턴 (r않ponse set) 현상도 돼없is의 경우 RDD나 KN 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따

라서 Harris 응답자들은 중립적 의견 보다는 양 극단에 지우치는 의견을 KN과

RDD 보다 더 많이 표명하였다.Kr빼ck과 C밟ng은 。l 러한 현상을 Harris의
표본이 순수한 자발적 표본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조
사에 참여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에 대해서는 가중 후 RDD. KN. Harris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일부
태도변인에 대해서는 Harris의 결과가 다른 두 조사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태도변인과 연관된 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성향
가중 방안을 만들어 적용하기 전에는 Haπis의 결과가 KN 이나 RDD와 다를 수
있다.

스미 스(Smith， 2002) 는 2C뼈년

GSS

조사를 수행 할 때 36개 의 같은 질문을

KN 패널에게도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두 조사의 응답패턴이 서로 유사했
지만

KN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Don't Know) ’ 응답 비율이

체계적으로 더

높았다. ‘동의 함-동의 안함’과 같은 리커트 척도 응답에서 KN의 응답자들이

GSS

응답자에 비해 양 극단 범주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중립

적 의견을 중심으로 양분해 범주별로 합산할 경우 양쪽의 응답률은 두 조사

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한 현상을 테일러 (Taylor， 2000) 는 KN 조사는

인터넷상으로 질문지 전체를 띄어 보여주므로 응답자들이

전화조사에

비해

‘잘 모르겠다(일반적으로 전화조사에서는 읽어주지 않음)’ 또는 양 극단치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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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안적 조사방법의 표본조사 가중방법
앞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주류 여론조사기법인 유선전화 조사방법을 대체하

는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응답자와 관련된 오차， 즉 도달률， 응답

거부율， 응답자 선정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교한 표본틀의 사용，
표집과정에서의 응답 누락 억제， 응답자 특성 파악에 따른 대처 등의 방법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구조적으로 자
료수집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응답자와 관련한 세심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사후적으로 가
중방법 (weighting method) 을 통해 응답자와 연관된 표본조사결과의 편파(bias)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보통 전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계산해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최근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표본의

가중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 성향가중 (propensity weighting) 방법과 반복비
례가중(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성향가중법은

이미 대안적 조사방법에 대한 실제가중 결과 가장 적은 편차를 나타냈다(예:

Harris Interactive의 2뻐년 미국대선 조사결과). 또한 인터넷 조사나 휴대전화
조사에서는 도달률이나 응답거부에 따른 편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편
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반복비례가중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많은 사

례에서 입증되었다(Buski가 & Meza, 2003).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가중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1) 조사결과의 성향가중 문제

위에서 설명한 도달률 오차는 일반 유선전화 조사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발

생한다. 하지만 전화조사에서는 대부분 프레임 전집과 목표전집의 편차가 적고
동질적이다. 또한 전집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구성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 변인만을 사용하는 단순 가중만으로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전화 표본은 목표전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확보가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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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 적절한 가중 기준변인 (reference variables)을 추출하기 힘들다. 더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만 사용해서는 특정 지역， 계층의 가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비율이 극히 낮은 고령자， 시골/산간벽지 거
주자들은 인터넷 표본조사에서 거의 잡히지 않아 의미 있는 가중을 할 수 없
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표본을 인구 통계학적
변 인 이 외 특정 변 인들의 가중치 로 수정 해주는 성 향가중(propensity weighting)
기 법 이 개 발되 었다(Taylor， 2α)()，
실제 조사에서는 대개 성별

한 표본편파만

2001).
직업

적절한 가중치를

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

사용해

수정하였다.

테일러 σaylor， 2000;

Taylor 2001) 가 주장한 것처럼 인터넷 조사에서 자발적 참여에 따른 패널표본
편파는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변인만을 사용한 가중방법만으로는 수정되지 않
는다. 인터넷 표본과 이론상 목표전집과의 차이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차이만
을 보인다면 두 집단간 편차를 수정하기 위한 가중치만 부여하면 되지만， 문제
는 이 두 집단간에 다른 변인， 특히 조사의 예측 목표변인 (target variables)들을
설명하는 태도 혹은 의견과 같은 변인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었

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도 조사결과를 일반 목표전집으로 일반화 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런 이유로 Flemr뻐19 과 Stonner(1 999) 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가 전화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확률표본 조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표본조사와 같이 전집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경우 인구통계
학적 변인 이외에 예측변인과 관련이 있는 성향추정 변인을 사용한 가중이 필
요하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변인은 태도나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이 주종

을 이룬다. 성향가중변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측변인과의 공변량이 중요
하지

대상전집과 비교한 표본 간 편차의

(D ’ Agostino

&

크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Rubin, 2000; Rubin, 1997). 성향변인을 사용한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에 의한 가중모형은 Rosenbaum과 Rubin(1983) 에 의해

본격적

으로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등성 보장
이고， 이를 위해 실험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피실험자(subjects) 의

무선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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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assignment)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집단 간 무선할당은 실험처치
변인 이외의 모든 가외 변수를 통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어 실험 처치변인
에 대 한 인과적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 나 현장 실험 연구(field experiment)와

같은 연구방법 (research design) 에서는 무선할당에 의한 가외변수 통제가 불가능
하므로 실험처치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집단별 편향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연구의 주요 설명 목표변인과 공변량이 큰 변인을 사용해 통계적
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의 성향가중방법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생명분야의 변인을 사용해 이것을 설명하면， 낙태 반대론자
나 안락사 반대론자 모두 생명을 중시하는 성향(pro-life) 을 지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생명에 대한 자발적 선택성향(pro-choic려이 강하다

고 하겠다. 그러나 두 이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가 서로 다르
다. 예컨대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은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진보적 성향
이라고 볼 수 있다.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조치이고 안락사는 어차피
죽을 생명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은 낙태 찬성론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
후보들이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적
절한 성향가중 변인은 안락사 보다는 낙태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치적인 진보성향은 안락사변인보다는 낙태변인과의 공변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2000년 미국 대선 예측조사에서 Harris의 예측이 정확했던 것
은 인터넷 패널이 전체 유권자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성

향 가중방법을 개발해 원자료를 수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구통
계학적 가중 이외에도 5-6개 정도의 성향가중 변인들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정

하였다. 이 성향가중 변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태도， 행동 변인 5-67~ 정도를
사용했다고만 밝혀 정확히 어떤 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

2000년 선거에서 Harris 인터넷 패널의 가중 전， 후의 예상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Taylor，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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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중 전/후 후보 간 지지 율 변화: Harris Intera다ive
Bush

Gore

차이

가중 전 원자료

51%

42%

9%

인구통계학 가중

49%

45%

4%

성향변인 가중

47%

47%

0%

실제 결과

47.9%

48 .4%

0.5%

위 〈표 4>를 보면 가중 전에는 인터넷 패널의 조사결과 오차가 상당히 컸는

데 인구통계학적 가중 단계에서 1/2로 줄고， 다시 성향가중을 거쳐 거의 정확

하게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묘arris는 적절한 성향추정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조사와 병행해 확률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 같은 주제의 전화조사

를 여러 번 수행해 이 결과를 모델 삼아 성향점수 가중치를 찾아내었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조사 시기， 주제， 대상자에

따른 가중변인의

극심한 변동

(Flemming & Stonner, 1999) 때문에 안정적 예측을 위한 성향변인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적절한 성향가중 변인을 찾아내는 문제 이외에도 성향가중은 근본적으로 도
달률 오차를 수정해 목표전집 값을 추정하는 기법이 펼 수 없다는 논의도 있
다(Groves， 1989). Groves는 확률표집 틀을 사용해 만든 표본을 전집의 비율에

의해 가중하는 방법은 표본설계에 기반하고 있는(design based) 방법으로 목표
전집 값으로 추정할 논리적 근거가 있지만， 성향가중은 조사된 데이터를 모델
로 삼아(model based) 가중치를 계산해내는 것이므로 단지 “그” 데이터에만 적
용된다고 했다. 루빈 (Rubin， 1997) 은 이러한 문제점을 성향가중 방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으로 제시하고， 관찰된 값에 대해서만 유효한 추정이지 관찰
하지 못한 값(예: 목표전집 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었

다. 따라서 도달률 오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성향가중 방법은 전집에
대한 추정 기법이 아니라 계산된 표본 통계치에 대한 수정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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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비례가중(IPF; Iterative Proportional Fittir땅) 방법에 의한 조사결과 수정 3)
반복비례가중(lPF)은 특정 변인에 대한 표본 비율을 전집의 경우로 추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결과

얻은 통계치

(statistics)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을 사용해 얻는 전집의 추정치
(estimator)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해 얻은 표본조사 결과

는 표본오차(sampling eπor) 내에서 전집의 값을 추정하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을 계산해 전집 값(parameter) 의 범위를 계산한다. 이렇게 전집 값을 범
위 (range) 로 밖에 추정하지 못하는 것은 표본 통계치에서 전집 값을 추정하는

정확한 비교정보(reference information) 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특정 변인에 대한 전집 분포를 알 수 있는 가

외 비교정보(auxiliary information) 가 존재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는 정확한 전집 값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
조사에서 남， 녀의 성비가 45% 대 55% 로 나왔는데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센서스의 비율은 49% 대 51% 라고 하면 표본의 비율에 편의(bias) 가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센서스의 비융로 가중해 표본 성비를 재추정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경우 남자의 특정후보 지지율이 표본
조사(1 00명 ) 에 서 30명 이 라면 전 집 (lC뻐명 ) 에 서 는 [30 x (49/45)] x (1α)()jloo]=327명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알려진 전집의 정보를 사용해 전집 값을 표본 통계
치에서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중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경우 전

집 (census) 의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사용해 표본의

비율을 전집과 같게

할당

(quota)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설명하는 반복비례가중 방법이

이러한 기존 방법과 다른 것은， 표집이 끝 난 후 계산한 표본 통계치를 전집과

같게 할당(quota) 하는 의 정 보를 사용해 사후적 (posteri아)으로 가중했다는 점 에
있다. 물론 통상 사용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가중법에 의한 표본통계치 수정
도 센서스 비율에 의한 사후가중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Deming과
3) 반복 비례가중법은 수리통계 관점에서 아주 고난도의 수학공식이나 지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본(s)과 전집(u)에 대해 각 가중변인의 차원 (dimension)을，
예를 들어 2 변인의 경우

i,

j로 표시하기 때문에 공식의 하부첨자(sub-script) ， 상부첨자

(su야r-script)가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져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식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말로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 통계학
적， 수학적 치밀성과 염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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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1940) 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반복비례가중 방법은 표본의 비율 (p) 대
전집의 비율 (u) 의 가중(p) ， 즉 w=띠p의 단순비율이 아니라 여러 통계적 추정이

론을 사용해 최적의 가중 비율을 계산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조사， 여론
조사에서 사용해온 단순 가중방법과 차이가 있다.
이 런 관점 에 서 보면 반복비 례 가중 방법 은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 가중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설명할 반복비례가중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후층화 가중방법 중 특수한 케이스로， 전자의 경우를 완

전 사후층화(complete post-sσatification) ， 후자의 특수 케 이 스를 불완전 사후층
화(incomplete post-sπatification) 로 부른다(Deville & Sarndal, 1993). 사후층화는

표본 수집 후 전집의 층화 변인 정보(strata information) 를 사용해 표본을 가중
하는 것으로 표본 수집단계에서부터 수행된 사전 층화에 의한 조사결과의 통
계치 추정과 비교해 통계적 효율성 (efficiency) 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Holt & Smith, 1979). Holt와 Smith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후가중은 연구목
적， 즉 연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변인 (target v따iable) 의 특성에 따라 층화
변인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변인에 대한 추정치의 정확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설명할 번복가중이 불완전 사후가중이라
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층화 가능한 칸 (stratified cell) 에 대한 전집 대 표집

의 가중 비율 정보를 알 수 있어 이것을 사용해 가중하는 완전 사후가중방법
과 달리， 변인의 모든 층화 칸 단위 정보를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이것 대신

전집에서

이미

알고

있는

변인의

각

단위 (category) 별

갓

비율 (marginal

proportion) 을 사용해 모든 층， 또는 칸의 가중 비 율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을 좀 더 공식적 (formal)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변인 성별(남

자， 여자)과 혼인상태(기혼， 미혼)에 따른 특정 상품 A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성별 변인의 층화 단위 (r) 는 2 이고 혼인 변인 (c) 도 2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표본의 ‘성별×혼인’ 교차분석표는

rxc = 2x2,

즉 4개의 층화 칸 (rc1， rc2, rc3 , rc4)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집에서 이

4 개의

모든 층화 비율 (RCl ， RC2 , RC3 , RC4)을 알 수 있다면 가중비율은

RCljrc1, RC2jrc2 등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완전층화 가중이라고 한
다.4) 하지만 전집에서 단지 성， 혼인상태 변인의 비율분포만 각각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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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교차된 층， 즉 ‘ RxC ’ 층화 정보를 따로 구할 수 없을 경우， 전집의 교차

층화 정보 대신 이 변인들의 단순 층화 (R=2， C=2) 비율만을 사용해 표본 4 개
칸(cell) 의 전집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반복 비례가중 방법이다. 완전한 칸

단위 층화 정 보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표의 변 인 별 갓 확률(marginal probability)
정보만 사용해 추정한다는 맥락에서， 다시말해 한정된 정보를 사용한다는 맥팍

에 서 불완전 사후층화라고 부른다(Deville & Samdal, 1992).
최근 센서스 데이터가 컴퓨터 DB화 하면서 전집에서의 칸 단위별 비율정

보를 구하기 쉬워져 제한된 사후가중 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감소한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변인 xl 의 전집 정보는 X 데이터에서， y1
변인의 전집정보는 Y 데이터에서 취할 경우가 있다. 이 때 ‘ Xxy ’ 교차표는
근본적으로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자료
수집 문제 때문에 성별과 같은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설문 이 외에는 더 많은
것을 질문할 수 없다. 따라서 세부 직업분포와 같은 경제활동 지표 등은 센서

스 표집틀을 사용해 전체인구의 10% 정도를 추출해 따로 조사하고 있다5). 그

렇다면 ‘성별×직업분포’ 교차표는 두 변인의 출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원
적으로 만틀 수 없다

이 경우 이 두 데이터가 서로 유사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각 변인의 갓 확률 층화단위 정보를 사용
해

교차층화(cross-strata) 추정치， 즉

칸

빈도 (cell frequency)

또는

비율 (cell

proportion) 을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Zhang， 2000).
반복비례가중법은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앞장에서 설명한 표본의 도달률 오
차 (coverage eπor) ， 무응답 오차(non-response error) 를 수정해 전집에 대한 표본

의 추정 정확도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도달률이나 무응답에 따른 오차는
전집에서 RxC의 칸 단위 완전 층화정보를 얻는다 해도 표본수정 가중치를 계
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차에 대한 정보는 표본에서 잡히지 않기 때

문에 결측값 (missing values) 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교차표에서도 나타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달율/무응답 오차와 밀접하게 연관된 변인들의 분포를

알 수 있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반복비례가중 방법을 사용해 이 오차비율을 수
4) 이 방법은 또한 칸 가중법 (cell weighting) 라고도 한다. 이 가중법의 최대약점은 경우에
따라 가중치의 진폭이 너무 커져 조사 예측변인 (suvey estimates) 의 변량이 늘어나고 추

정 효율성 이 떨어 진다는데 있다(Kalton & Flores-Ceπantes， 2(03).

5)

예를 들어 2αm년 센서스 10% 표본 경제활동 인구조사

(http://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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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전집 가중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이 반복비례가중법을 사용한 연구들

이 많은 경우 무응답과 도달률 오차의 수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관

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반복비 례 가중은 이 미 알고 있는 정 보(mar맹ml proportion) 를 최 대 한 이 용해
모르는 정 보(cell proportion) 를 추정 해내 는 예 측 기 법 이 라 볼 수 있다. 표본에 서

rxc 교차표상의 칸 정 보， 즉 비 율은 r의 단순 층화비 율 (r rnarginal prop아tion) 과
c의 단순 층화비율(c margin떠 propoπion) 에 따라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전집의

RxC 교차표에서도 R과 C의 단순 층화비율 영향에 따라 교차표 칸의 비율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본

rxc 칸의 정보를 전집 RxC 칸으로 확장할 때 전집에

서의 완전층화 칸 정보를 모를 경우 R과 ε의 부분 층화 정보， 즉 R과 C의 단
위별 갓 비율 (category marginal proportion)을 사용해서 전집 RxC 칸에 대한 표

본 rxc 칸의 가중 비율을 계산해도 논리상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교차표 상의
칸 정보는 행 (r:raw) 와 열 (c:column) 의 층화 단위비율이 영향을 끼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비례가중은 알려진(빼own) 전집의 행과 열 비율
정보와 표본의 동일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 최적의 표본 대 전집의 가중치를

계산해 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Son， 2004; Little & Wu, 1991).
반복가중법을

미

RxC 2차원 교차표를 사용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알고 있는 표본 대

전집의

갓 확률 (marginal probability) 비율을 최초의

(initi떠) 가중치 wl 이라고 볼 때 이것을 수정해 (w2，

w3 .... ) 전집의 R과 C 갓

확률의 분포를 동시 에 충족시 키 는 최 종 가중치 d=w(버lal) 을 만들어 내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중치를 수정하는 계산방식 (algorit뼈)은 여러 가

지가 있는데 Deville과 Samd따(1992， 1993) 은 전집의 RxC 갓 비율(marginal

proportion) 조건을 만족시키는 추정치 E와 관찰된 표본에 의존한 측정값 e와의
차이 를 최 소화 시 키 는 거 리 함수(예stance function)로 모든 반복 가중법 을 일반

화 시켰다. 좀더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교차표상의 칸에 대해 (E-e) 의 합
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7) 전집의 행과 열 정

6) 일반적으로 도달률， 무응답과 관련된 예측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경우 연속적으로 통일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패널 잔류자와 떠난자 사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을 찾아내기 쉽다. 이런 까닭에 패널 조사에서 반복비
례가중법을 사용한 무응답， 도달률 오차 수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염준근과
손창균，

1998; Buskirk & Meza, 2003;. Lu & Gelman,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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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사용한 교차표의 칸 가중법 을 처 음으로 제 안한 Deming과 Step뼈n(1940)

은 (E-e)2, 즉 편차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라그란지 승수(Lagrange mult뼈ieη
를 사용하는 선형추정방법으로 최적 가중치 d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좀더 간편한 계산방법으로 R과 C의 갓 확률 정보를 번갈아 가

면서 이용하는 반복 비례가중법 (IPF: iterative proportional function) 을 제안하였
는데， 정상공식 (normal equation) 을 풀어야하는 선형추정방식에 비해 계산이 더
빠르고 쉬워 그 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불완전 사후가중방법 (incomplete

post-stratification weighting) 이 되 었다. 이 런 연고로 이 계 열의 가중법 이 반복비
례가중법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또 다른 이름은 갈퀴질 가중법 (raking method)
라고도 한다. 갈퀴질 가중법이라고 명명된 이유는 행 (R) 과 열(c)의 정보를 교

대로 사용하면서 (E-d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땅
을 갈퀴로 상하， 좌우로 번갈아가며 다듬어 평평하게， 즉 높/낮이 차이를 없애
는 형상과 비슷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갈퀴질은 이 가중법이 내포하고 있
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땅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갈퀴

질을 아래 위로 한번， 좌우로 한번씩 직각으로 (perpendic띠ar) 하는 것이 가장 좋
다. 아래 위

갈퀴질은 열 (column)의 영향을 수정해 주는 것이고， 좌우 갈퀴질

은 같은 방식으로 행 (raw) 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이 갈퀴질을 직각으로 하는 것처럼， 반복비례가중에서는 행과 열의 영향을
직각φerpendic버따)으로， 즉 독립적 (orthogonal)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과 열의 상호작용 (interaction)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복비례가중
법을 실제 사용할 때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중에

사용하는 준거변인 (reference variable) 은 분석대상 변인 (target variable) 과 높은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준거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기
정 상 아주 낮아야 가중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8).

이미 알고 있는 전집의 행 (R) 과 열(c)의 층화 정보(marginal proportion)와
표본의

rxc 교차표 정보를 사용해 모르는 RxC 교차표 상의 칸 정 보(cell

7) 정확히 표현하면 (E-e)2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차표 상
에서 ‘기대빈도(E)-관찰빈도’의 단순 펀차의 합은 늘 0 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식을 표시할 경우 편차 자승의 합에 대한 최소화로 만들어야 한다 Deming과 Step뼈n
(194이은 이런 관점에서 가중치 계산공식을 최초로 전개하였다.

8) 변인과 변인사이가 직각적 (perpendicular) 이라는 것은 상호 독립적 관계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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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Deville &

Sarndal, 1992). 우선 R과 C 영 향을 단순하게 가법 형 식 (additive)으로 만들어 이
것을 회 귀 분석 의 선형 추정 방식 을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 (Deming & Stephan,
194이이 있다. 이 방법은 추정 모델 공식이 명확하고 회귀분석의 일반적 가정
이 충족될 경우 계산된 회귀계수추정치(b)， 여기서는 최적 가중치 d가 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rnator) 특성 을 갖게 되 어 통계 적 으로 우수한 특성 을 갖
는다. 하지만 선형추정 방식에 의한 가중치 계산은 표본 대 전집의 갓 확률 단

순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가중치가 예상 밖으로 크게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 는 음(-)의 값을 갖기도 한다9). 따라서 가중치 의 값은 양(+)의 값으로 제
한하고

크기의

범위를

(Deville

& Sarndal,

일정

구간으로

제한하는

수정

방법이

제안되었다

1992)). 여 기 서 반복비 례 가중법 또는 갈퀴 질 가중법 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R과 C의 영향을 가법공식으로 만들지 않고， 곱하기 공
식 (multiplicative form)으로 변환해 사용하고 있다. 즉 선형추정에서는 R+C의 공
식이 여기서는 RxC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실제 반복비

례가중 식 (algorithm) 을 통해 계산할 때는 로그 (log)를 씌워 선형화해 계산한다.
이 런 관점 에서 보면 ANOVA의 주효과 모델 (main effect)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중방법으로 계산한 실제 가중치들은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De띠lle과 Sarn뼈(1992 ， 1993) 은 일 련의 논문을 통해 통계 이 론적으로
이

방법들 간에

서로 큰 차이가

없음을 수식으로 증명했으며，

Kalton과

Flores-Cervantes(2003) 는 가상 데이터를 사용한 시율레이션을 통해 입증하였다.
Z뼈ng(2어lO)도

이러한

가중방법들이

앞에서

설명한

완전사후가중 (complete

stratification) 의 완화된 (re1axe이 형태로 서로 다른 가중방법은 가정의 완화정도

에 따라 차별화 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 통계국 (US Bureau of
Census) 의

방대 한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패 널 데 이

터를 사용해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한 실제 가중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도 차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 추정치간의 상관관계가 .998 에 이를 정
9) 가중치는 특성 상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선형추정방식은 최적의 추정치를 계
산하기위해 일부 추정계수를 음의 값으로 놓을 수도 있다. 또 표본의 수가 근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교차표상 특정 칸의 관찰빈도가 더욱 더 적어지게 된다
이 경우 표본 대 전집의 초기 (wl) 단순 가중비율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선형 가중
경우 최적 추정치를 계산하더라도 이 값이 여전히 상당히 크게 남게된다(Brick，

의

Montaquilia

&

Hoagl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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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주 높았다(Rizzo， Kalton

& Brick,

1994). 따라서 어 느 가중 방법 을 사

용해도 실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

이

쓰이 는

반복비 례 가중법 에

따른

갈퀴 질

비 례 법 (generalized raking

ratio

estimation) 에 대 해 설 명 할 예 정 이 다.1 0)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해 반복비례가중법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본과 전집의 X, Y 변인 교차분포표

Sample
xl
20
50
100
30
200

yl
y2
y3
y4
Total

x2
40
140
50
100
330

x3
40
310
50
70
470

Total
100
500
200
200
1,()()()

Population
Xl
Yl
80
Y2
60
170
Y3
Y4
55
Total
365

X2
40
150
60
165
415

X3
55
340
200
125
720

Total
175
550
430
354
1,500

<표 5>의 두 비율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표본의 칸(y l ，xl) 과 전집의 칸

(Y1, Xl) 간의 가중비 율은 80/20=4 이 다. 그러 나 다음 칸(표본: y2,x2, 전집 : Y2,
X2) 가중버융은 4이40=1 이다. 이렇게 가중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
답이나 도달률 차이에 따른 편파(bias)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교차표에서는 전집의 모든 칸 빈도를 알기 때문에 앞에서 섣명한 완전 사후가
중 방법에 의한 가중치， 다시 말해 칸 가중치( cell weights) 를 계산할 수 있다.
아래 〈표 6> 의 왼쪽 교차표가 단순 칸 가중치를 계산한 것인데， 전집 대 표집

간 상대적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사후

칸 가중법의 단점을 설명할 때 논의했던 것처럼 가중치 범위가 아주 커 조사

10)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복비례가중법은 SPSS 의 Ra king 패키지모률이 있다(허명회，
윤영아， 이용구， 2004). 그밖에는 미국 민간조사회사 Abt Associates에서 I강ael이 개발
한 IBF SAS Macro 프로그램 (Battaglia， Izrael, Haoglin & Frankel, 2004; Izrael, Battagolia
& Hoaglin, 2004)과 프랑스 통계청의 Deville의
만든 같은 SAS를 이용한
CALMAR(Deville & Samdal, 1992) 프로그랩 등이 있다. IBF 프로그램은 반복비례가중
법 (generalized raking method) 만 사용하고 있는 반면， CALMAR은 반복비례가중법 이외
에도 션형추정법， 가중치 범위 제한 추정법 등 다양한 추정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최
근

IBF

프로그램은 반복비례가중 단계별 수렴정보를 그래프로 만들어 제공하는 기능을

첨가하였다.

IBF, CALMAR

프로그랭 모두 저자에게 요청하면 e-mail로

SAS

Routine을 보내준다. 이 글을 쓰는데 Raking 모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Korea와 허 명 회 교수님 께 감사한다.

Maσo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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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차(variance) 를 늘인다는 사실이다. 이 표에서 보면 가중치 범위가 1.0 에서
4.0까지 넓게 퍼져있다. 그 결과 분산 팽창지수(IF: Inflation Factor)가 1.3 1 로

실제적인 표본 효율성이 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약 1/3 정도 표
본의 크기를 늘려야 전집에서의 추정치가 목표하는 신뢰구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11)

〈표 6> 의

오른쪽 교차표는

〈표 5> 의

전집

교차표에서 X , Y 갓 확률

(marginal probability) 만을 사용해 반복비례가중 한 결과이다. 앞에서 설명한대
로 전집의 칸 정보를 모를 때 갓 확률 또는 비율과 같은 부분적인 정보를 사
용해 사후 가중하는 방식으로 〈표 7>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계별 가중을 반
복해， 그 결과 전집의 갓 확률과 계속적 반복 가중 후 계산된 추정 갓 확률과

의 차이가 아주 작아질 때까지 계산한 것이다.

〈표 6> 칸 가중치 계산 결과와 반복비 례가중치 계산결과

weighting
xl
yl
4.00
y2
1. 20
y3
1.70
y4
1. 83

εell

용했~

x2

x3

Xl

1.3 8
1.1 0
1.20

1뻐

1.07
1.20
1. 65

Yl
Y2
Y3
Y4

1. 65

x2
1. 45

1. 81
1.08

0.87
1.76
1.47

2.20
1. 83

F = 1.3 1

X3
2.02
1. 21
2.45
2.04

F = 1.07

11) 분산팽창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만약

ψ ω=

n

g1 %

라고 가정하면

η

i

y z/ gl

%

1

, 여기서

Y l' "', Y η i .i .d. Bemoullli(8)

ψ ψ 의 분산은

Va서 μ)=8 (1 -8) 융1

2
Wi / (

융1 α

i)

이며， 동일가중치에 의한 추정치인

P=

gl Y t/%

의 분산 Va r( p)

= 8 (1- 8)/n

과 비교하여

.,,,

n
?“

II

‘

F

%

l/
、‘

w

9ι

F

…
9ι

계개

하
차깅

이，

패。

산
aτ

뼈

팎

%

η μI
?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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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중치는 칸 가중치와 비교해 가중치의 편차가 크지 않다. 분산 팽창
지수는 1.07로 이 경우 표본의 효율성이 칸 가중치에 비해 더 높다. 왼쪽의 칸
가중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4 배 (31 %17%=4 .4) 이상 표본 대비 효율성을 갖
는다. 그러나 (Yl , Xl) 칸의 경우 왼쪽 칸 가중치는 4.0 인데 반복비례가중법에
의한 오른쪽 가중치는 1. 81 이다. 두 가중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칸에 속한 용답자들의 무응답률이나 도달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표본에서 잘
잡히지 않아 단순 칸 가중을 했을 때 전집에 대한 가중비율이 아주 크게 나타

난 것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 칸의 속성이 이러한 가
정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Kalton & F1ores-Cervantes, 2(03).
〈표 7>은 〈표 6>의 오른쪽 표 결과를 계산하는 반복비 례가중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반복 가중법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표본의 행 합계 (row tot따)를 전집의 행
합계와 같도록 강제로 맞추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행 가중 결과표의 열
합계 (column tot떠)를 전집의 열 합계와 똑 같게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교대

로 행과 열의 합계를 전집의 그것과 반복적으로 맞추는 과정을 계속하는데 최종
추정치가 전집과 거의 비슷하게 되면 중지하고 최후 가중치를 내 놓는다. <표 7>
의 1 단계는 최초의 행 합계에 대한 가중이고 2단계는 다시 이 수정된 가중표를

사용해 열 합계를 맞추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왼쪽의 1 단계 표를 보면
〈표 5>의 표본 교차표와 전집 교차표의 행 합계 비율로 각 칸 빈도를 가중해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본 교차표의 yl 행 합계는 100인데 (Yl)의 합계는
175 이다. 따라서 이 행의 모든 표본 칸 빈도(cell frequency)를 175/100= 1.75배 만큼

곱해주변 〈표 7>의 1 단계 표 중 Yl 행렬 값을 얻는다. 예를 들어， (Yl , Xl) 칸의
경우 표본 칸 빈도가 20 인데 이것을 1.75배하면 〈표 7>의 1 단계 표 중 (Yl , Xl)

칸의 35가 된다. 두 번째 행의 경우는 〈표 5> 에서 표본 대 전집의 합계 비율이

55이500= 1.1이다. 따라서 이 행의 모든 표본 칸 빈도에 1.1을 곱해 1 단계 표의 두
번 째 행 칸 빈도를 얻었다. <표 7>의 2단계 표는 행의 합에 대한 표본 대 전집
비율로 가중한 1 단계 표 결과를 다시 열 합계 비율로 재 가중한 것을 나타낸다. 1
단계에서 행 가중 결과 나온 열 합계와 〈표 7> 에서 전집 열 합계와의 비율로 다
시 각 열을 가중한 것이 2단계 표이다.1 2) 예를 들어， 열 xl 은 1 단계 열 Xl 의 합
12) 반복비례가중법에서는 이렇게 행과 열의 가중을 끝낸 것을 1 회 가중(1 iteration)으로 간
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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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56.75와 전집의 Xl 열 합계 365의 비율로 1 단계의 칸 빈도를 가중해준 것이다

(35 x (365f356.75)=35.81).

이 때 2단계 열 가중결과 1 단계에서 전집의 행 합계와 정

확히 일치했던 yl , y2, y3 , y4의 합계가 조금씩 빗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3단계에서는 다시 이 행 합계를 전집의 행 합계와

같도록 가중하고， 다시 이 결과를 4단계에서는 열 합계 비율로 가중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 가중 결과 행과 열 합계가 전집과 거의 같아지면
계산을 멈추고 표본 칸의 가중 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표 6> 오른쪽
의 반복비례가중치인 것이다.

〈표

7>

반복비 례가중치 계산과정

Step 1
yl
y2
y3
y4
Total

효뿔효

xl
35.00
55.00
215.00
51.75
356.75

x2
70.00
154.00
107.50
172.50
504.00

x3
70.00
34 1.00
107.50
120.75
639.25

Total
175.00
550.00
430 뻐
345.00
1,500.00

Yl
Y2
Y3
Y4
Total

Xl
X2
X3
35.81 57.64 78.84
56.27 126.81 384.08
29 1. 97 88 .5 2 12 1.08
52.95 142.04 136.00
365.00 415.00 720.00

Total
172.29
567.l 6
429 .57
330.99
1,500.00

3) 여론조사에서의 실제 사용 예: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성향가중 방법 또는 반복비례가중 방법 을 사용해 추정치를
보정한 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가중방법이 인구통계학적

단순가중이거나 아니면 완전 교차표 칸 정보를 사용한 칸 가중법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주류 여론조사방법에 대안으로 고려되는

인터넷， 휴대전화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인구통계학적 가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전집의 완전한 교차표 정보를 요구하는 칸 가중법은 효율성이 떨
어져 표본의 추정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 여론조사방법의 전집 대표성을 확보하
거나， 한정된 표본을 사용하는 여론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논의한 성향가중과 반복비례가중 방법을 자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여론조사의 성향가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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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과 이홍철 (2003)은 2002 년 대선 여론조사결과를 성향접수를 사용한
가중방법으로 추정하였다. 2002년 5 월 다음 포탈의 250만 회 원을 대상으로 여

론조사 패널을 모집하여 141 ， 813 명의 조사패널을 구성해 12월 19 일 선거당일
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조사패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살펴보면 미리 성별， 지역， 연령별 할당을 해서 모집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변인만 빼고는 다른 변인 속성에서 전집의 비율과 차이를 보였다. 특

히 교육수준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별， 교육 수준별 응
답률의 차이에 따른 편차 때문에 발생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편
차는 인터넷을 사용한 표본조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인터
넷 표본의 편파는 인구통계학적 보정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연
구애서는 Rosenbuam과 Rubin(1983) 이 제안한 성향점수에 의한 가중법을 사용
해 조사결과를 수정했다. 성향점수를 계산해 주는 성향가중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저자는 인터넷조사와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 문항을 사용해 확률적 표집
틀에 의거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두 조사간에 동일한 문항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20개의 성향 가중변인을 찾아내 이들의 성향점수를 최종 가중치로 만
틀어 보정절차를 밟았다. 아래 표는 12 월 19 일 선거당일 2，422 병의 패널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표

8>

성향가중 전/후 후보 간 지지율 변화: 2002 년 대선
노무현

이회창

차이

가중 전 원자료

6O.l%

인구통계학 가중

50.2%
47 .5%
48.9%

33 .4%
44.6%
47 .l%
46.6%

26.6%
3.6%
0.4%
2.3%

성향변인 가중
실제 결과

〈표 16> 은 2002년 미국 대선결과를 성향가중 한 〈표 4> 의

Harris-Interactive

패턴과 유사하다. 1 차적으로 인구통계학적 가중 후 원자료의 심한 편파는 크게

줄어툴었지만 아직 실제결과와의 차이가 컸다. 그러나 성향가중변인에 의한 2
차 가중결과 실제결과와의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대략

+/- 2.0%)

이내로 줄어

들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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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확도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인터넷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Harris-Interactive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성 향가중 변 인 이 구체 적 으로 어 떠 한 변
인인지 단지 태도와 의견과 연관된 변인이라는 점 이외에는 논문에서 일체 밝
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 얻은 가중변인 정보는
기업 영업비밀과 같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어 나타난 결과
라고볼수있다.

@ 여론조사의 반복 비례가중 결과
허명회， 윤영아， 이용구(2에4) 는 지역， 성별과 연령층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을

사용하는 전화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전화조사가 갖는 표본 편파를

2뼈년부터 2003 년 사이 에 수행된 18개의 여론조사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각
조사들의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에 서로 다소 차이가 나 통계청의 센서스 문항
을 기준으로 조정해 재 분류하였다 18개 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센
서스 자료와 종합해 비교해 본 결과 지역과 성별 변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별 비율은 차이가 났는데 가장 편차가 큰 연령층은
20대로 평균 3.1 % 과소 표집 되었다. 현실적으로 조사시간에 제약을 받는 여

론조사에서 이 연령층의 사전비율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음을 반영하
고 있다. 학력 변인에서도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평균 9.8% 과소 편향을

나타냈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8.9% 과다하였고 반면 자영업/블루칼라， 화이트
칼라가 각각

2.6, 2.5% 적게 뽑혔다. 이러한 편차는 재택률의 차이로 인한 결

과라 보여진다. 지역， 성， 연령층 변인을 반복비례 가중법을 사용해 보정했지만
직업과 학력에서의 편차는 없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구통

계학적 가중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표본 편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정치

선거 여론조사에 큰 함의를 갖는다. 예전에는 선

거 결과나 정치성향을 설명할 때

지역， 성， 연령과 같은 변인이 커다란 영향

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보지지도 성향이나 정치적 의견

향배가 지역이나 성별 차이보다는 교육정도， 연령 등과 같은 변인들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지난 대선，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지역의 힘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 이제 그 힘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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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정치 여론조사에서 수행했던 지역， 성별， 연령층에 의한 가중은 더 이상 충
분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은 허명회， 윤영구， 이용구(2004) 의 연구에
서도 밝혀진 것처럼 지역， 성별， 연령층을 복합적으로 가중하더라도 직업과 학

력의 표본편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애라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직업과 학력을 포함한 가중치를 계산해 보정해 주어야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변인이 늘어나면 완전한 교차표 정
보에 의존하는 칸 가중치는 계산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허명회의 연구

에서 지역별 변인은 7개， 성별은 2개， 연령층은 4개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것만
계산해도 7x2x4=647~ 로 총 64개 칸의 빈도 내지 비율을 모두 알아야 칸 가중
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학력 3 개

직업 6개 범주를 더하면

64x3x6=1452개의 칸이 만들어져 보통 1500명 안팎의 여론조사 표본수를 가지

고는 1 개 칸에 평균적으로 1 명 정도의 응답자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아 런 경 우 엄 청 나게 많은 칸의 관찰빈도 (observed frequency)가 0 이 되 어 칸
가중을 할 경우 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직업과 학력 변인까지를

포함해 가중을 할 경우 칸 가중치 적용은 불가능하고 전집의 행과 열 갓 확률

(row and column marginal probability) 만을 사용해 칸 가중치를 계산하는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허명회의 연구에서는 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 변인을 사용해 18 개 여론조
사를 반복 비 례가중 해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18 개 조사의 총 252개
문항 중

반복 비례가중 보정 전/후의 조사치가 3% 이상 차이를

보이는 문항

이 27 개 (10.7%)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유효 표본 수 대략 1,000-

1,500 정도이고 이 수준에서는 오차한계가 3 .1 %-2.6% 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
도 10개 문항 중 1 개 정도가 가중치 보정 전 후 차이가 오차한계를 념어서거
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2003. 12의 여론조사에서 노무
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중치 보정 전에는
59.4%에서 보정 후에는 57 .2%로 2.2% 나 떨어졌다.

18 개 연구의 분산팽창지수(IF)를 계산해 보니 IF 값이 1. 20 에서 1.43 에 걸쳐
있었고， 평균은 1.32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표방한 최대 오

차한계를 지키려면 표본의 크기를 현재보다 1.20- 1.43 배 늘려야 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본의 수를 늘려 오차한계를 줄이던지， 아니면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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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발표 시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오차한계를 지금보다 늘려 잡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18 개 연구에서 얻은 IF 수치를 사용해 환산하면 표본오차

를 현재보다 1.10(π꾀)배에서 1.20(π펴)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5. 나오며
이제까지 사용되 어 왔던 주류 (main) 여론조사 방법 인 확률적 표본을 사용한

유선전화 조사는 이런 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 조사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패널조사방법이
제시되고 었다. 이 조사기법은 비확률적 표본 주정기법으로 나름대로의 문제점

은 갖고 있지만 노하우(know-how) 가 축적되면 결과 예측에 있어 확률적 표본
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 예로 2뼈년 미국 대선에서

인터넷 패널을 사용한 Harris Interactive의 여l 측이 19개 여론조사회사의 예측결
과 증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사실을 들 수 있다 (Traugott，

2001).

비확률적 표본을 사용하는 대안조사방법은 왜 정확한 예측결과가 나왔는가
를 정교한 표본이론이나 통계이론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많은 의학적

치료기법이 왜 병을 낫게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 없이 단지

임상사례

(clinica1 practice) 의 결과만 가지고 시술되는 것과 같이 휴대전화 조사나 인터
넷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실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변 단지 이론적 배경이
미약하다고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의학연구에서는 우선 임상 결과를 다량

축적해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 치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시도한다. 휴대전화 조사나 인

터넷 조사도 아직은 임상사례를 많이 축적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대로 성향가중 기법은 비확률적 표집 틀에 따른 전집의 대표성 문제를

수집한 데이터에 의존한 경험적 가중치를 계산해 수정해 준다. 따라서 가중치
계산에 대한 경험적 노하우 축적이 우선 선결되어야할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성향 가중 이외에도 무응답， 도달률 오차에 의한 표본 편파를 수정

하는 기법을 대안적 여론조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표본은 특성상 연령계층 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별로 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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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응답률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무응답， 도달률 오

차에 따른 응답자들은 표본에서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관찰된 자료가 없다. 이
응답자들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할 경우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교차표 정보
이외에 전접의 교차표 정보를 가외적으로 이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사후 칸 가중법이 가중변인이 많을 경우 효율성이 떨

어지는 단점이었는데， 이

경우 전집의

행과 열

갓 확률 (row

and column

marginal probability) 정 보만을 사용해 보정 하는 반복비 례 가중법 은 대 안적 여
론조사의 추정치 보정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성향가중변인은 반복비례 가중에서 가중변인으로 이론상으로
는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이 두 서로 다른 가중법을 함께 사용해 나온 구체적

연구결과는 없지만， 성향가중 변인이 설사 연속변인일 경우에도 반복 가중이
수렴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표본의 분포와 대상 전
집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가중치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성향변인 가중은 1 차적으로 인구통계학적 가중이 끝난 후 수행
한다(<표 4> , <표 8> 참조). 따라서 3-47~ 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다 다시 몇
개의 성향가중 변인을 첨가할 경우(김원용의 경우에는 207~) 사후층화에 의한
칸 가중법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전집 갓 확률분포 정보를
사용하는 반복비례 가중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가중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 물

론 전집 센서스의 비율분포를 일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에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태도나 의견과 같은 성향가중 변인에 대한 신뢰성 있는 (reliable) 전
집 비율분포는 알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향가중 변인의

전집 분포비율을 알아내거나 추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고는 성향가중과
반복비례 가중법을 함께 사용하기는 힘툴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통계

이론과 표집이론의 관점에서 표본조사 결과 얻은 성향가중변인을 반복비례 가
중에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Kuhn은 과학적 혁명 (scientific rev이ution)은 파라다임의 극적 변화로 이루어
진다고 했다. 예전의 낡고 비효율적인 파라다임에 집착하는 연구자들은 ‘새 파
라다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disappear) ’고 경고하였다. 앞에
서 설명한 대안조사방법이 당장 확률적 표본조사방법의 대안적 파라다임이 된

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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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사기법의 파라다임이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현장에서 쓸
쓸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여론조사 담당자들은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다. 사실 조사방법론처럼 반복적이고 보수적인 학문체계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전이 가장 늦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조사현장이다. 이제 조사현장에서

도 다람쥐 켓바퀴 도는 것과 같은 기존조사방법의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

새

로운 방법과 미래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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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mpling Bias of Internet and Mobile Phone
Survey: Correctional Sample Balancing through
Propensity Score Weighting and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Method
Kang , Nam Jun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ek, Young Min
Researcher
InstÏ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ephone surveys are widely used for the study or canvassing of public opinion
p이ling.

However, they are

su비ect

to some

problen피

such as coverage bias or

low cooperation rates. It could be more and more difficult to represent the
population using traditional telephone

s따veys.

Thus web surveys or mobile phone

surveys are being adapted and in some cases their method anticipated more
precisely than telephone surveys. However, how altemative surveys will play out
is still obscure and theyneed correction method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altemative surveys and their correction methods. Nowadays a
propensity score weighting and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or the ‘ raking’) are
newly emerged to correct problems.

π1않e

new1y emerged weighting

a이ustments

are known to correct non-probability sample bias better than simple weighting
conceming on1y demographical variab1es. However, there are some statistical
problems, such as larger samples to meet the clairned sampling error
proper variables to ca1culate a propensity score.

πlUS

1in꾀ts

or

more researches about

weighting adjustment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public opinion

polling , telephone survey , alternative

survey , weighting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