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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Discriminant Analysis

using Minimum Disparity Estimators

조미정1), 홍종선2), 정동빈3)

요약

Lindsay and Basu (1994)에 의해 소개된 최소차이추정량 (Minimum Disparity 

Estimators)들은 실제 자료 분석 도구로써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일반화음지수

차이추정량 (Minimum Generalized Negative Exponential Disparity Estimator, 

MGNEDE)이 최 가능도추정량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와 최소가

헬링거거리추정량 (Minimum Blended Weight Hellinger Distance Estimator, 

MBWHDE)에 비해 오염된 정규모형에서 효율 이고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모의실험

을 통하여 확인하 다. 한 세 가지 추정량들에 의해 추정된 모수들을 이용하여 

별하 을 때 각 추정량들의 별율을 비교함으로써 오염된 정규모형에서 MLE의 

안으로 MGNEDE와 MBWHDE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 다.

주요용어 : 최소차이추정량, 효율성, 로버스트성, 별분석 

1. 서론

지난 오랜 동안 모수추정에 해 통계학자들이 근본 으로 요하게 다룬 두 가지 논제가 있

었다. 하나는 모형이 하게 주어져 있을 때 추정량의 효율성에 한 것이고, 나머지는 참모

형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추정량의 로버스트성에 한 것이다. 두 논제가 개념상에 지 않

은 논란이 있는데 최 가능도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는 추정량들 사이에

서 근효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좋은 로버스트 성질을 갖는 추정량은 될 수 없으나, 로버스트 

M-추정량족은 모형에서 일차효율성을 희생하면서 로버스트성을 만족하 다(Hampel 외 1986).

효율성과 로버스트성 사이의 논란은 헬링거거리(Hellinger distance, HD)와 같은 도함수에 

근거한 최소차이추정량(Minimum Disparity Estimator, MDE)과 이에 련된 연구(Beran, 1977; 

Stather, 1981; Tamura와 Boos, 1986; Simpson, 1987, 1989; Lindsay, 1994; Basu와 Lindsay, 

1994)에 의해 어도 부분 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한 첫 시도로써 Beran(1977)은 최소헬링거

거리추정량(Minimum Hellinger Distance Estimator, MHDE)이 이차효율성과 로버스트성을 동

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주어진 모형 하에서 근효율은 추정량이 MLE와 

동일한 향함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소개한 몇 개의 연구들은 MHDE가 이런 에

도 불구하고 로버스트 성질을 만족함을 나타낸다. Simpson(1987)은 포아송분포와 같은 몇몇의 

이산분포에서 MHDE가 50% 붕괴(breakdown)가 있음을 보 다. Lindsay(1994)는 이산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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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잔차조정함수(Residual Adjustment Function, RAF)라 부르는 거리의 함수를 특징화시켜 

최소거리추정량에 근거한 최소차이추정량족에 한 붕괴 을 일반화시킨 결과를 도출시켰다.

Lindsay(1994) 그리고 Basu와 Sarkar(1994)는 수정된 차이측도로써 가 헬링거거리(Blended 

Weight Hellinger Distance, BWHD)를 제시하 고 이를 최소화시켜 얻은 추정량을 최소가 헬

링거거리추정량(MBWHDE)이라 하 다. 한 Jeong과 Sarkar(2000)에 의해 제시된 일반화음지

수차이(Generalized Negative Exponential Disparity, GNED)측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소일반화

음지수차이추정량(MGNEDE)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염된 정규모형에서 MGNEDE라 부르는  다른 도함수에 근거한 추정량

이 MLE와 MBWHDE에 비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만족하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그 

추정된 결과를 별분석에 활용하는데 목 이 있다. 한 2 에서는 GNED와 BWHD를 포함하

는 차이측도(Disparity Measure, DM)로부터 MGNEDE와 MBWHDE를 도출하는 방법에 해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3 에서는 정규분포의 치모수에 한 효율성을 세 개의 추정량

(MLE, MGNEDE, MBWHDE)들에 해 살펴보기 해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정규모

형을 이에 용시켰다. 끝으로 4 에서는 각 모의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구체 으로 나열하 으

며, 5 은 4 에서 얻은 여러 결과에 근거한 반 인 결론을 내린다.

2. 차이측도를 이용한 모수추정

모수분포족   ∈⊂ 로부터 확률표본   ⋯  을 추출하자. 분포들 

 는 연속이며, 이에 응하는 확률분포함수들을  라고 하자. 이 때 최소차이추정값들에 근거

한 도함수(Lindsay 1994; Basu와 Lindsay 1994)는 비모수  도추정값과 모형 도  사이

의 양의 값을 갖는 차이측도  를 최소화시켜 계산한다. 그리고 차이측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2.1)

여기에서           는  값에서 Pearson 잔차를 나타낸다. 그리

고  는 실수값을 갖고 세 번 미분가능하며, 구간  ∞ 에서   인 단조볼록함수이고 

  일 때에만 등호가 성립하고 항상  ≧  이다.  는 경험 인 분포함수이고,  는 평균

이  이고 표 편차가  인 정규분포와 같은 핵함수의 평활족이라고 할 때, 다음 정의한 비모수

 핵 도추정량  를 사용할 수 있다.

 ≡                            (2.2)

함수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차이측도가 생성된다. 즉,    는 가능

도차이,    은 Pearson의 카이제곱,     은 멱발산족(Cressie

와 Read, 1984),    


은 두 배의 제곱된 헬링거거리 그리고     

는 음지수차이(NED)를 생성한다.

  ∇ 을  에 한 경사도라고 할 때, 차이측도 
   를 최소화함으로써  에 응하는 최

소차이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모형의 미분가능 하에서 최소차이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2.3)

여기에서 ≡ ′  이고 ′  는  의 일차미분계수이다. 함수  는 구

간  ∞ 에서 증가함수이며, 차이측도에 의해 생성된 추정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표 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표 화된  에 해    과 ′    을 얻게 된다. 이 때 표 화된 

함수를 차이의 잔차조정함수(RAF)라 부르며, 추정량의 부분의 이론 인 성질들을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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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료가 인라이어(inliers) 는 이상값(outliers)들에 해 헬링거거리와 음지수차이가 어떻

게 반응하는지는 Lindsay(1994), Basu와 Lindsay(1994), Basu 외 2인(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헬링거거리와 음지수차이에 의해 생성된 추정량들은 모두 일차 효율 이지만, 이차 효율 인 

것은 음지수차이추정량뿐이다.

  Lindsay(1994)는 보다 로버스트한 추정량으로서 수정된 차이측도들을 제시하 다. 다음의 식 

(2.4)는 가 헬링거거리측도이다.

  
    



   


                     (2.4)

여기서 ∈이고    이다. Basu와 Sarkar(1994)는   일 때 즉,   를 최

소화시켜 얻은 추정량(MBWHDE)이 멱발산족과 같이 다른 추정량의 비교에서 우수함을 보

다.

일반화음지수차이측도를 다음 식 (2.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2.5)

Jeong과 Sarkar(2000)는   일 때 즉,  을 최소로 하는 추정량(MGNEDE)이 멱

발산추정량보다 우수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2.4)와 (2.5)에서 정의된 차이측도   와  을 

최소화함으로써 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자료집단에서 세 가지 추정량 

MLE, MBWHDE 그리고 MGNEDE를 이용하여 별하 을 때 각 추정량들의 오분류율을 비교

하 다.

3. 모의실험 연구

본 에서는 정규분포 설정 하에  ,    그리고 MLE에 한 이론  

결과들을 경험 으로 조사하기 하여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3.1 도추정

MGNEDE와 MBWHDE를 구하기 해서 도추정에서 최 의 성질을 갖는 biweight 핵을 

사용하여(Simpson, 1989) 핵 도함수  를 계산한다.

 

 






  
  






∣∣  
                 (3.1)

Parzen(1962)은 핵 도추정값  과 참 도함수   사이의 분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평활계수  값을 유도하 다. Devroye와 Gyorfi(1985)의 biweight 핵에 련된 평균  기 과 

정규 도함수  를 고려하면 평활계수는  
이다. 반면에  을 모르는 경우는 

∣ ∣  를 신 사용할 수 있다.

3.2 모수추정과 별분석

모의실험을 한 표본추출집단의 모형은 표본크기, 오염수 , 오염된 분포의 표 편차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 다양성을 반 하기 해 <표 3-1>에 주어진 모형에 해서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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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여기에서  은 표본크기,  은 오염수  그리고  는 표 편차를 나타낸다.

<표 3-1> 모의분포의 유형

 

모형 1

분포                       

 40, 60, 100 40, 60, 100

 0.05, 0.1 0.05, 0.1

 1 1

모형 2

분포                       

 100 100

 0, 0.05, 0.1, 0.15 0, 0.05, 0.1, 0.15

 1, 2, 3 1, 2, 3 

모형 3

분포                       

 100 100

 0, 0.05, 0.1, 0.15 0, 0.05, 0.1, 0.15

 3 3 

 

2 에서 제시된  과   를 최소화하여 두 모수추정량 MGNEDE와  

MBWHDE를 구하고 별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표 3-1>에 제시된 모의분포의 모형에 따라 표본크기, 오염수  그리고 표 편차 등을 

조합하여 자료  는 소속집단을 1집단,  는 2집단으로 모형구축자료를 생성한다. 생성된 자료

로부터 모수      ′ 을 추정하기 해 뉴턴-랩슨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기값

은    와     ∣  ∣   로 정한다. 최 의 모수

를 구하기 하여 뉴턴-랩슨 알고리즘을 반복실행하며 다음의 정지규칙을 따른다.

∣   ∣         

이제 표 편차가 1인 정규모형에서 평균을 변화시키며 소속집단이 1집단 는 2집단인 모형

검정자료를 생성하고 피셔의 선형 별함수에 의하여 분류한다. 이 때 모형검정자료의 오분류율

을 조사하여 세 추정량들의 별율을 비교한다.

4. 모의실험 결과

4.1 모형에 한 모수추정

모형 1에서 오염수  0.05와 0.1에 하여 표본크기  = 20, 40, 60 그리고 100 에 따라 추정

된 모수   와 표 편차, 편의, MSE 그리고 Eff를 구하 다. 그 결과 표본크기에 따른 편의

는 MLE와 MBWHDE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MGENDE는 다른 추

정량들보다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40이상인 경우에 MSE를 살펴보면 

MGENDE가 표본이 증가할수록 MLE와 MBWHDE 보다 MSE의 값이 작아지므로 MLE에 

한 상 효율이 MGNEDE가 높아지고 효율 인 추정량이라 할 수 있다. MGNEDE가 다른 추정

량들보다 편의는 크지만 MSE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추정량의 분산이 상 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한 크기를 갖는 오염된 자료에서 MGNEDE가 로버스트 추정량이 됨을 

알 수 있다. 

편의는 모형 1에서는 표본의 크기나 오염 수 에 계없이 MGNEDE가 다른 추정량들 보다 

조  크게 나타났으나 모형 2에서는 표본수가 20 는 40으로 작은 경우에 MGNEDE의 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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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형 2에서는 소표본인 경우 분산이 작고 편의도 작으므로 

모형 1의 경우보다 MGNEDE의 MSE가 다른 추정량보다 더 작게 되며 따라서 상  효율성

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모형 3의 경우는 오염수 이나 표본크기에 계없이 차이측도의 하나인 MGNEDE가 추정값

에 한 분산과 편의가 모두 작으므로 다른 두 추정량 MLE와 MBWHDE 보다 MSE가 작다. 

따라서 MLE에 한 MGNEDE의 상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 모형 1, 2와 다르게 모형 

3과 같은 오염된 분포에 하여 표본수가 작은 경우에도 MLE 보다 MGNEDE가 효율 이고 

로버스트한 추정결과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4.2  별분석에의 활용

모형 1에서 MGNEDE는 표본 크기가 40 이상인 경우에 MLE와 등한 결과의 분류율을 보

고, 표본의 크기가 100정도로 충분히 큰 경우는 MBWHDE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형 2에서 오염수 이 0인 경우를 살펴보면 표 편차의 변화에 계없이 세 가지 추정량의 

분류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자료집단의 평균인 8과 12를 심으로 그 사

이에 존재하는 표본들의 분류율을 각 추정량과 오염수 에 수 에 따라 살펴보고 그래 로 나

타낸 것이 <그림 4-1>이다. (a)는 오염수 이 0인 경우에 표 편차에 계없이 공통 으로 

용되는 그래 이다. 8의 소속집단이 1집단이므로 2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0에 가깝고, 12는 소

속집단이 2집단이므로 2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1에 가깝게 된다. (b)의 그래 는 오염수 이 

0.05, 0.1 그리고 0.15에 공통 으로 용되는 그래 이다. 여기서 MGNEDE와 MLE의 분류확률

은 오염수 에 계없이 모형 2의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4-1> 국소구간의 별율 ( )

별분석을 한 모형 3의 경우는 모수추정 결과가 다른 어떤 모형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오

염수 과 표본의 크기에 계없이 편의와 분산이 었다. 오염정도에 계없이 분류율이 

MGNEDE와 MLE는 차이가 거의 없고 등한 분류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규모형의 치모수에 하여 차이측도 GNED와 BWHD를 사용하여 최소차

이추정량 MGNEDE와 MBWHDE를 구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이 두 추정량과 최 가능도추정

량간의 효율성을 비교하 다. 모형 3의 분포가 편의와 MSE가 모두 작고 이는 오염수 과 표본

크기에 상 없는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1인 경우에 추정된 모수는 MLE에 비해 편의가 조  

높게 나타나지만 그 신 MGNEDE의 분산이 작아서 MSE가 MLE와 MBWHDE 보다 작게 되

어 효율성이 높았다. 특히 오염수  0.05와 0.1인 경우에 표본크기가 40이상의 자료집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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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모수는 MLE와 MBWHDE 보다 MGNEDE의 MSE가 작게 나타났다.

오염된 정규모형에서 추정된 치모수를 이용한 별율에 한 실험에서 MGNEDE가 오염

수 에 계없이 MLE와 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척도모수만이 다른 두 정규분포가 혼합

되어 있는 모형 3에 하여 이상값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즉, 오염수 =0)는 세 추정량의 분류

율이 거의 같았고,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MGNEDE가 MLE보다 양극에서 더 좋은 분

류율을 보 다. 이와 같이 효율성과 분류율의 측면에서 자료에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에 계없이 MGNEDE는 MLE의 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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