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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의 결측치 대체방법

김 진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농가경제조사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적절한 대체방법(imputation)

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자료의 정도를 제고하고, 농가경제조사의 완전자료셋을 구성하

고자 한다. 2003년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핫덱대체방법, 최근방대체방법, 소득과 관련

된 다변량자료를 이용하여 군집을 형성한 후 군집내의 자료로 랜덤하게 대체하는 군

집내 랜덤대체방법을 적용한 후 이들 방법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주요용어 :  농가경제조사, 대체방법(imputation), 군집내 랜덤대체방법

1. 서론

   농가경제조사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 및 농업경 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서, 

2000년 농업총조사의 모집단 1,383,468명 농가 중에서 3,200농가를 표본추출하여 5년간 매월 조

사하고 있다. 농가소득과 관련된 주요지표 항목들은 매월 집계한 후 12개월을 더하여 연간 농

가소득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중 한달 이상의 결측치를 포함하는 농가는 연간추정에서 제외된

다. 농가경제조사는 표본대상가구가 부적격이나 조사불응으로 유고가 발생하면 조사구내에서 

동일한 농형태를 갖는 농업소득이 가장 유사한 가구로 즉시 교체(substitution)한 후 계속조사

하여 조사의 결측치를 방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표본대상

가구의 단기적인 출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1∼2개월의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

다. 실제로, 농촌의 소득은 자연재해의 피해에 크게 향을 받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특정지역

이나 특정한 농형태의 자료가 동시에 결측되면 추정치의 편의가 심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일부 월에 결측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 대체방법을 

사용하여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고, 완전한 데이터세트를 구성하여 통계이용자들에게 동일한 데

이터세트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2. 단일 대체방법

   표본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결측치가 생기는데, 이들 결측치들은 표본조사

의 정도(precision)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결측치를 적절한 다른 값으로 대체(imputation)함으로

써 조사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체방법으로는 한개의 값으로 대체하는 단일대체방법

(single imputation)과 여러개의 값으로 대체하는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으로 구분되

며, 단일 대체방법은 다시 결정적 대체방법(deterministic imputation)과 확률적 대체방법

(stochastic imputation)으로 구분된다. 결정적 대체방법은 결측치에 대한 대체값이 유일하게 결

정되는 대체방법으로 연역적  대체(deductive imputation), 평균대체(mean imputation), 축차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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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 대체(sequential hot deck imputation), 비대체(ratio imputation),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 최근방대체(nearest neighbor imputation) 등이 있으며, 확률적 대체방법은 대체값

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방법으로 핫덱 대체(hot deck imputation), 가중 핫덱 대체(weight hot 

deck imputation), 랜덤 비대체(random ratio imputation), 랜덤 회귀대체(random regression 

imputation)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심변수와 관련있는 여러 다변량변수를 보조변수로 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를 수행한 후, 결측치가 속하는 군집내의 응답가구 중 한 가구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대체하는 군집내 랜덤대체(random imputation within cluster)방법과 핫덱대체, 최근방대체를 농

가경제조사에 적용하여 보았다. 농가경제조사의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관심변수는 결측치

가 발생한 해달 월의 농가소득(y1 )과 농업소득(y2 )이며, 대체군은 지역 9개도와 농형태 지구

로 결정한다. 

2.1 핫덱대체

   핫덱대체는 결측치가 발생하면 결측치와 동일한 지역, 동일한 농형태를 갖는 응답값들 중

에 하나를 랜덤하게 정하여 대체한다. 핫덱대체는 결정적 대체방법이 대체값을 유일하게 지정

하여 관심변수의 변동을 줄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대체후에도 표본의 분

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2.2 최근방대체

   최근방대체는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갖는 농가와 가장 유사한 보조변수값을 갖는 

농가를 대체군내에서 찾아 대체한다. 보조변수로는 결측치를 제외한 농가의 월평균 농업소득을 

이용하 고 유사성의 척도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 다.

2.3 군집내 랜덤대체

   군집내 랜덤대체는 월평균 농업소득이외에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변량 변수를 보조변

수로 사용하여 군집(cluster)을 형성한 후, 군집내의 응답값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대체

한다. 이때, 군집의 수는 보조변수들을 주성분분석(principal analysis)한 후 주성분변수로 3차원

플롯을 그려본 후 결정한다.

3. 대체결과 비교

   여러 가지 대체방법 중에서 평균대체, 핫덱대체, 최근방대체, 군집내 랜덤대체방법을 실제 

농가경제조사의 3,200농가의 자료 중에서 태풍 매미의 피해가 심했던 2003년 9월 경남지역의 

자료를 적용해 보자. 2003년 9월에는 태풍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3,200농가 중 3,199 

농가가 응답을 하 다. 응답하지 않은 1농가는 무시할 수 있는 응답으로 간주하고, 3,199개의 

응답값 중에서 경남지역의 자료를 추정하고자 한다. 대체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남지역 390 

농가에서 결측치를 5% 랜덤하게 발생한 후, 위 4가지 대체방법을 적용시켜 본 결과가 <표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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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대체방법을 적용한 경남지역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y1 y2 y1 y2

원자료 1690577.39 370446.62 214808.93 154386.05

핫덱대체 1759920.18 424321.20 201691.15 143538.37

최근방대체 1521675.25 368519.66 295143.53 144113.86

군집내랜덤대체 1714672.27 395471.10 195656.67 141179.51

   y1은 9월의 농가소득, y2는 9월의 농업소득으로 관심변수이고, 최근방대체에 사용된 보조변

수는 결측된 월을 제외한 월평균 농업소득(x2 )를 사용하 고, 군집내 랜덤대체에서는  결측된 

월을 제외한 월평균 농가소득(x1 ) , 농업소득(x2 ) , 농외소득(x3 ) , 이전소득(x4 ),  가계지출(x5 )

를 보조변수로 사용하 다. 표준편차는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Yung & Rao,1996).

   세가지 방법 중에서 y2의 평균에 대한 편의가 가장 적은 대체방법은 최근방대체방법이다. 

그러나, y1의 평균에 대한 편의는 매우 컸다. x1 ∼ x5를 보조변수로 함께 사용하여 거리를 구

한 군집내 랜덤대체은 y1,  y2의 평균에 대한 편의가 대체적으로 작으나, y1,  y2의 표준편차에 

대한 편의는 다른 대체방법에 비해서 다소 큰편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부터 군집내 랜덤대체

는 평균추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편향은 줄일수 있으나, 분산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그러

나,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결측이 발생하면 한달의 주요지표의 값이 모두 결측이므로, 보조변수

로 소득과 관련된 다변량변수들을 사용하고, 대체값을 유일한 값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여러 후

보값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군집내 랜덤대체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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