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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or analyzing binary data, Poisson regression with offset and logistic regression

a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power via simulations. Poisson distribution can be used as an
approximation of binomial distribution when n is large and p is small; however, we investigate if the
same conditions can be held for the power of significant tests between logistic regression and offset
poisson regression. The result is that when offset size is large for rare events offset poisson regression
has a similar power to logistic regression, but it has an acceptable power even with a moderate
prevalence rate. However, with a small offset size (< 10), offset poisson regression should be used
with caution for rare events or common events. These results would be good guidelines for users who
want to use offset poisson regression models for bin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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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응변수 Y가 1 또는 0(혹은 ‘yes’ 또는 ‘no’)으로 실현되는 이항자료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대
표적인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이다. 역학(epidemiology)분야의 사례-대
조연구(case-control study)에서 로지스틱 회귀는 오즈비(odds ratio)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
과 발생확률이 낮은 (p < 0.1) 경우에 오즈비와 상대위험도(relative risk)가 비숫하다는 점 때문에
이항자료의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Cornfield, 1956; Zhang과 Yu, 1998). 또한, 횡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반복측정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등에도 대표
적인분석방법으로서널리사용되고있다. 이와같은로지스틱회귀는자료가이항분포

Y |x ∼ B(n, π(x)) (1.1)

임을가정하고있으며, 로짓(logit)링크를사용하여

log
(

π(x)
1 − π(x)

)
= xT β

혹은

π(x) = exp(xT β)
1 + exp(xT β)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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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표현된다 (McCullagh와 Nelder, 1989).
반면에, 반응변수 Y가 0, 1, 2, . . .의 값을 갖는 계수자료(count data)에 사용되는 포아송 분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발작(epileptic seizure)의 횟수나 지역별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 등을 나타내
는데사용된다 (Thall과 Vail, 1990). 이를분포로표시하면

Y |x ∼ Poi(µx), µx = E(Y |x) (1.3)

가되며, 로그(log)링크함수로

log (µx) = xT β

혹은

µx = exp(xT β) (1.4)

라고가정한다 (McCullagh와 Nelder, 1989).
한편, 기초통계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시행횟수가 n이고 성공확률 p인 이항분포 B(n, p)에서

n이크고 p가아주작을경우, 성공횟수 Y는근사적으로

Y
·∼ Poi(λ), λ = np (1.5)

가됨을우리는잘알고있다. Figure 1은 n과 p가변하면서이항분포가포아송분포에어떻게근사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n이 상당히 클지라도 p가 어느 정도 이상(p ' 0.5)이면 이항분포는 포아송
분포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료수가 상당히 클지라도 발생확률이 작은 경우에만 포아송 근사
가가능하다는것을말해준다. 본연구는동일한공변량값을지닌이항자료에서로지스틱회귀와오
프셋 포아송 회귀의 검정력 비교에서도 이와 같은 근사 조건이 성립할 것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2. 이항자료의 포아송 회귀모형

의학, 약학, 역학 그리고 보건학 분야에서는 최근 20년간 반응변수가 이항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포아송 회귀를 적합시키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이항분포의 포아송 근
사를 생각하면 자연스런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의학-보건학 분야에서는 포아송 회귀가
질병의 발생건수를 다루는 회귀모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추적조사(follow-up) 기간이 일정하
지 않는 코호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의 대안으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McNutt 등, 2003). 또
한, 로지스틱 회귀가 오즈비의 추정에 편리한 반면, 사례-대조연구일 경우, 로지스틱 회귀는 오즈비
를 사용하여 상대위험도를 추정해야 하기에 상대위험도를 직접 추정하는 포아송 회귀가 사용되기도
한다 (McNutt 등, 2003; Zou, 2004; Spiegelman과 Hertzmark, 2005; Petersen과 Deddens, 2008).
특히, Peterson과 Deddens (2008)는 이항자료에서 log-binomial의 우도비 검정과 수정된 포아송 회
귀(modified poisson regression)에 의한 Wald 검정의 검정력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오프셋이 1인
자료만을 생성시킴으로써 이항자료에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합시킨 비교 연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공변량 값이 동일한 이항자료의 경우, 이를 오프셋을 이용한 계수자료 모형으로 변환시킬때 오프
셋 크기를 5, 10, 100, 200으로 변화시키면서 공변량에 대한 검정력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한번언급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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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the probability functions of binomial distribution (solid line) and poisson
distribution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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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프셋을 이용한 포아송 회귀모형

어떤 사건이 서로 다른 시간 간격이나 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공간면적에서 발생하는 경우, 단위
시간/공간당 발생건수로 정의되는 발생률(count rate)을 모형화하는 방법으로 오프셋(offset)을 이
용한 포아송 회귀가 있다 (Agresti, 1996).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대도시의 차량 도난건수를 모
형화한다고가정했을때, 차량도난건수를도시인구수로나누면도시일인당차량절도율이되어도
시의 실업률, 소득 중위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등과 같은 설명변수들이 차량 절도율에 어떤 영향
을미치는가를회귀모형을이용하여설명할수있게된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Z가 t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수를 나타낼 때, 기대값이 E(Z|x) = µx가 되

고, Z/t로표현되는발생률의기대값은 E(Z/t |x) = µx/t가된다. 이때, 확률분포는

Z

t
∼ Poi

(µx

t

)
(2.1)

가되고로그링크함수를사용하여

log
(µx

t

)
= xT β (2.2)

로써혹은, 이와동치인

log µx = log t + xT β (2.3)

로표현되며여기서 log t를오프셋(offset)이라고한다 (Breslow와 Clayton, 1993).
그러므로, xi (i = 1, 2, . . . , m)를 공변량으로 갖는 관측치 Yij에서, j번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

면 Yij = 1, 사고가없으면 Yij = 0이라고가정할때 ti 시간에발생한사고건수 Zi는이항자료의합

Zi =
∑ni

j Yij로표현되어이항자료를자연스럽게계수자료의오프셋포아송회귀모형으로적합시킬
수있다. 본연구는실제자료가 0, 1의값을갖는다고해도자료의분포가이항분포인지, 아니면평
균이작은포아송분포인지를모르는환경일때동일한공변량값에대한반응변수값을더한계수자
료로변환하는분석방법이이항분포자료의로지스틱회귀검정력과얼마나차이가있는지조사하고
있다.

2.2. Wald 검정

통계적 추론에서 대표적인 검정 방법은 Wald 검정, 우도비 검정(LRT), 그리고 스코어 검정 등
이 있다. PROC GENMOD (SAS Institute, 2008)에서는 repeated 문을 사용하는 일반화추정방
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에서 스코어 검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포아송 회귀,
로지스틱 회귀에 사용하는 검정방법은 주로 Wald와 우도비 검정방법이다. 이 중, Wald는 PROC
GENMOD에서 간단한 옵션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LRT보다 계산이 쉽고 대표본에서
LRT와 근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Wald 검정에 의한 검정력 비교를 하였다. 물론, 자료가 이항분
포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지스틱 회귀의 Wald 검정통계량의 검정력이 더 좋겠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프셋 포아송 회귀의 경우 이항분포가 포아송 분포로 근사된다는 사실 외에, 링크함
수가 µx ≃ 0일경우, 테일러근사에의해

log
(

µx

1 − µx

)
≃ log (µx) (2.4)

가 되어 링크함수의 근사가 이루어지고, x을 사용한 회귀식의 적합성 여부가 Wald 검정의검정력에
차이를줄수있다는생각에로지스틱회귀와오프셋포아송회귀의검정력을조사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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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5, ni = 10 m = 5, ni = 100 m = 5, ni = 200

.1 < π(xi) < .3

.3 < π(xi) < .7

.7 < π(xi) < .9

Figure 2: Power comparison of the Wald test for H0 : β1 = 0 when the number of level (m) is 5:
Logistic regression (solid), Offset poisson regression (dash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0.05 (dotted).

포아송회귀에서모수 β의추정은일반화선형모형의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
tion)에 의해 구해지고 분산 Σ̂은 헤시안 행렬을 통해 얻게된다 (McCullagh와 Nelder, 1989). 따라
서, H0 : LT β = 0이라는귀무가설을검정하기위한 Wald 검정통계량은

S =
(

LT β̂
)T (

LT Σ̂L
)− (

LT β̂
)

(2.5)

가되며, S는자유도 r = rank(L)인카이제곱분포를따르고 (·)−는일반화역행렬을의미한다 (SAS
Institu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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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0, ni = 5 m = 100, ni = 5 m = 200, ni = 5

.1 < π(xi) < .3

.3 < π(xi) < .7

.7 < π(xi) < .9

Figure 3: Power comparison of the Wald test for H0 : β1 = 0 when the offset size (ni) is 5: Logistic
regression (solid), Offset poisson regression (dash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0.05 (dotted).

3. 모의실험

우리는로지스틱회귀의검정력과오프셋을이용한포아송회귀의검정력을비교하기위해, 공변
량 xi를 −2와 2 사이의 균등분포 U(−2, 2)에서 m = 5 ∼ 200개의 수준을 생성하였고, 각 수준 xi

에 대해 오프셋 크기 ni = 5, 10, 100, 200를 증가시키면서 이항분포 B(ni, π(xi))에 의해 난수를 생
성하였다. 이때 π(xi)는 β1 = −0.3 ∼ 0.3에대하여 β0 = −1.5, 0, 1.5 중하나를선택함으로써

π(xi) = exp (β0 + β1xi)
1 + exp (β0 + β1xi)

(3.1)

에 의해, 자료를 희귀사건(0.1 < π(xi) < 0.3), 보통빈도사건(0.3 < π(xi) < 0.7), 흔한사건(0.7 <

π(xi) < 0.9)으로 구분하였다. 가설 H0 : β1 = 0에 대한 검정력을 로지스틱 회귀와 log ni를 오프셋



A Study on the Power Comparison 543

m = 10, ni = 10 m = 50, ni = 10 m = 100, ni = 10

.1 < π(xi) < .3

.3 < π(xi) < .7

.7 < π(xi) < .9

Figure 4: Power comparison of the Wald test for H0 : β1 = 0 when the offset size (ni) is 10: Logistic
regression (solid), Offset poisson regression (dash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0.05 (dotted).

변수로 갖는 포아송 회귀를 사용해 각각의 Wald 검정통계량으로 비교하였는데, xi의 수준수(m)를
증가시키고, 오프셋 크기(ni)도 증가시킴으로써 검정력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당 반복(iteration)은
SAS의 PROC GENMOD를 사용하여 1000회 시행하였고, H0 : β1 = 0을 기각하는 비율을 기록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의 Wald 검정은 유의수준 0.05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오프

셋포아송회귀의 Wald 검정은검정의크기를만족시키지못였으나로지스틱회귀의검정력에근사
하면서 점차 가까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2는 공변량의 수준수가 5인 경우 오프셋의 크
기가 10, 100, 200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프셋 포아송의 검정력이 로지스틱 회귀의 검정력에 어떻게
근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예상한대로 희귀사건일수록, 그리고 오프셋의 크기가 커짐에 따
라 이항분포가 자연스럽게 포아송분포에 근사됨으로써 오프셋 포아송 회귀의 검정력 또한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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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6, ni = 10 m = 18, ni = 30 m = 25, ni = 40

.1 < π(xi) < .3

.3 < π(xi) < .7

.7 < π(xi) < .9

Figure 5: Power comparison of the Wald test for H0 : β1 = 0 when the offset size (ni) and the
number of level (m) increase: Logistic regression (solid), Offset poisson regression (dash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0.05 (dotted).

회귀의 검정력에 근사하고 있다. 그러나, Figure 3과 Figure 4는 오프셋 크기가 비교적 작은 5 혹
은 10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희귀사건일지라도 오프셋 크기가 적을 경우, 공변량 수준수
가 증가하여 자료의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프셋 포아송 회귀의 검정력이 로지스틱 회귀
의 검정력에 근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상과는 달리, 보통빈도사건의 경우는 희귀사건보
다훨씬우월하게로지스틱회귀의검정력에근사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따라서, 공변량값이같은
이항자료의 합을 계수자료로 이용할 경우, 오프셋 포아송 회귀모형의 검정력이 자료의 수 보다는 오
프셋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프셋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흔한사건이나 심
지어 희귀사건 때 보다 보통빈도사건에서 오히려 검정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0이 너
무 많거나 1이 너무 많은 상황보다는 0과 1이 적당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β1에 대한 추정이 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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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이유라고추측된다. 따라서, 만일 β1에대한검정력만을고려한다면, 오프셋크기가 10보다
작을때, 희귀사건이나흔한사건에서는오프셋포아송회귀의사용을제한해야할것이다.
또한, Figure 2, Figure 3과 Figure 4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 자료수는 동일한 상황에서 Figure

2는오프셋크기가크고수준수가적은경우이고, Figure 3과 Figure 4는오프셋크기가적고수준수
가큰경우를나타내고있기때문에, 만일공변량의유의성검정을위한실험계획을한다면공변량의
수준수를증가시키기보다는동일공변량값을지닌오프셋크기를증가시키는실험설계가오프셋포

아송 회귀의 검정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Figure 5는 수준수와 오프셋 크기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검정력을조사한것인데 Figure 2와같이희귀사건일수록그리고오프셋크기가증가할수록로지스
틱회귀의검정력에근사하고있음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주목할사실은, 모의실험어느경우에서
나 발생확률이 보통(약 0.35∼0.65)인 보통빈도사건의 경우, 오프셋 포아송 회귀의 검정력이 로지스
틱회귀의검정력을상당히근사하고있다는점이다.

4. 결 론

일반화선형모형 (Nelder과 Wedderburn, 1972)이 소개된지 40년이 흐르면서 정규성을 가진 자
료뿐아니라이항자료와계수자료에대한분석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이항자료
의분석에서전통적인로지스틱회귀대신포아송회귀모형을사용하는예가늘고있는데, 본연구는
동일한 공변량값을 지닌 이항자료들을 분석할 때, 오프셋을 사용한 포아송 회귀의 검정력이 오프셋
크기가변함에따라로지스틱회귀의검정력에어떻게근사하는지를모의실험을통해분석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검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자료수의 증가임은 분명하지만 공변량의 수준수

증가 보다 주로 동일한 공변량값에 대한 오프셋 크기의 증가에 따라 검정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오프셋크기가 10보다작은경우, 희귀사건이나흔한사건에서는오프셋포아송회귀의검정력
이로지스틱회귀에비해많이뒤떨어지므로사용에주의할것을권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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