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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are used to analyze longitudinal categorical data. Random effects specify

the serial dependence of repeated outcomes in these models; however, the estimation of a random effects

covariance matrix is challenging because of many parameters in the matrix and the estimated covariance

matrix should satisfy positive definiteness. Several approaches to model the random effects covariance matrix

are proposed to overcome these restrictions: modified Cholesky decomposition, moving average Cholesky

decomposition, and partial autocorrelation approaches. We review several approaches and present potential

future work.

Keywords: Longitudinal data, categorical data, modified Cholesky decomposition, moving average Cholesky

decomposition, partial autocorrelation matrix.

1. 서론

경시적 자료(longitudinal data)는 같은 개체(subject)에서 반복 측정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개체에서나온측정치들은서로상관관계(correlation)를가질수있고, 이러한특성은경시적자료분석

시에고려되어야한다 (Diggle 등, 2002). 따라서경시적자료분석을위한모형들은이러한반복측정치

들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경시적 범주형 자료에 초점

을 맞추도록 한다. 경시적 범주형자료(longitudinal categorical data)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모집단-평균효과(population-average effects)와 개체-특정적 효과(subject-

specific effects)에 관심을 두는 분석으로 분류된다 (Agresti, 2013). 모집단-평균효과에 관심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Liang와 Zeger, 1986)을

이용한 모형과 주변화모형 (Heagerty, 1999, 2002)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 추정방정식의 경

우 반복 측정치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관계수행렬(working correlation matrix)을 이

용하고, 주변화모형의 경우 앞의 시점의 결과치를 이용하는 마코프(Markov)구조와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이용한다. 개체-특정적 효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화 선형혼합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GLMM)을 주로 사용한다 (Breslow와 Clayton, 1993). 이 모형의 경우 임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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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치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의 공분산행렬은 개체 내 변동을 또한 설명한다. 이 논

문에서우리는일반화선형혼합모형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에서 임의효과의 분포는 주로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

tion)를 가정한다. 이 분포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은 반복 측정된 결과치들의 상관관계
를 설명하므로 시간에 따른 변동과 개체들 간의 변동을 동시에 설명하게 된다. 이 공분산행렬을

추정할 때에 그 추정치의 양정치성(positive definite)을 만족해야 하며, 그리고 그 추정 공분산행

렬이 보통 고차원(high dimension)이므로 모수의 개수도 많다. 이러한 제약들은 또한 상관계수행
렬(correlation matrix)의 추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문제이고, 부가적으로 상관계수행렬의 경우
주대각요소(diagonal element)들이 모두 일이어야 하는 제약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공분산/상관계수행렬의 추정은 위에서 제시된 제약조건들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Lee

등, 2012). 일반화선형혼합모형에서는일반적으로이러한제약조건을피하기위해서공분산/상관계수
행렬을 단순한 AR(1)과 같은 구조를 가정하였고, 그리고 동질적 공분산(homogeneous covariance)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너무 강하고 이로 인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Heagerty와

Kurland, 2001). 따라서 위의 공분산/상관계수행렬의 추정시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일반적인 구조
인 AR 또는 MA구조를 가지는 이질적(heterogeneous) 공분산/상관계수행렬의 추정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Pourahmadi, 1999, 2000; Daniels와 Pourahmadi, 2002; Daniels와 Zhao, 2003; Pan와Mackenzie,

2003, 2006; Lee 등, 2012; Zhang와 Leng, 2012; Lee와 Yoo, 2014). 이논문에서우리는일반화선형혼

합모형의임의효과공분산/상관행렬의추정을위한모형화를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모형화를 제시한다. 여기서 자기회귀와 이동평균을 각각을 포함한 수정한 콜레스키 분해
와 부분자기상관계수 행렬를 이용한 상관행렬에 대한 다양한 모형화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는결론을제시한다.

2. 일반화 선형혼합모형

이 절에서는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을 우선 설명한다. 여기서 Yi,t는 시간 t (t = 1, . . . , ni)에서의 개

체 i (i = 1, . . . , N)의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s)라고 하고, xi,t는 Yi,t에 상응하는 p × 1 공변량

벡터(covariate vector)이다. Yi,t는 임의효과 bi,t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conditional indepen-

dence)을 가정하고, 응답변수의 조건부 분포는 지수산포족(exponential dispersion family) 형태를 따

른다고가정한다.

f(yi; bi,t, θi, ϕ) = exp

[
{yiθi(bi,t)− ψ(θi(bi,t))}

a(ϕ)
+ c(yi;ϕ)

]
,

여기서 a(·), ψ(·), 그리고 c(·)는 알려진 함수이고, θi(bit)와 ϕ는 임의효과가 주어진 자연모수(natural

parameter)와 산포모수(dispersion parameter)이다.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과 같

이체계적성분(systematic component)을가지므로아래와같은관계를가진다.

ηi,t(bi,t) = xTi,t,jβ + bi,t, (2.1)

여기서 µi(bi,t) = E(Yi; bi,t), β는 p × 1 미지 회귀계수(unknown regression coefficient)이다. 연결함

수(link function), g(·)는 선형 가역성을 만족하므로 반응변수의 조건부 평균과 공변량벡터는 다음과 같
은관계를만족한다.

ηi,t(bi,t) = g(µi,t(bi,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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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식 (2.1)과 (2.2)로부터다음의모형을가진다.

g(µi,t(bi,t)) = xTi,t,jβ + bi,t,

여기서 임의효과는 시간에 따른 변동과 개체들 간의 변동을 동시에 설명하게 되는데 그 분포는 다변량
정규분포를가정한다.

bi = (bi,1, . . . , bi,ni)
T ∼ N(0,Σi). (2.3)

다음 절에서는 임의효과 공변량행렬, Σi의 이공분산성과 다양한 구조에 대한 모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임의효과 공분산 및 상관계수 행렬의 모형화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은 항상 양정치성을 만족해야 하고, 고차원이기에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절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에 따른 변동과 개체들 간의 변동을 잘 설명해주는 모형들 중에 수정

콜레스키분해, 이동평균콜레스키분해, 그리고부분자기상관방법을이용하는모형들을살펴본다.

3.1. 공분산 행렬의 자기회귀를 포함한 수정 콜레스키 분해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의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에 자기회귀를 포함한 수정 콜레스키분해(modified Chol-

esky decomposition)를 제시한 Lee 등 (2012)의 모형을 살펴본다. 임의효과의 다변량 정규분포
(2.3)을다음과같이분해한다.

bi,1 = ei,1, (3.1)

bi,t =

t−1∑
j=1

ϕi,t,jbi,j + ei,t, for t = 2, . . . , ni, (3.2)

여기서 ei = (ei,1, . . . , ei,ni)
T indep∼ N(0, Di)를 가정하고, Di = diag(σ2

i,1, . . . , σ
2
i,ni

). ϕ는 일반화 자기

회귀모수(generalized autoregressive parameters; GARP)라고 부르며, ϕ의 값은 앞의 결과가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 구조를 가지게 된다. σ2
it는 혁신분산(innovation variances; IV)라 불린

다. 위의식 (3.1)과 (3.2)을행렬형식으로다시작성하면다음과같다.

Tibi = ei, (3.3)

여기서

Ti =



1 0 0 · · · 0

−ϕi,2,1 1 0 · · · 0

−ϕi,3,1 −ϕi,3,2 1 · · · 0
...

...
...

. . .
...

−ϕi,ni,1 −ϕi,ni,2 −ϕi,ni,3 · · · 1


이다. 식 (3.3)에분산을취하면다음과같은식을얻는다.

TiΣiT
T
i = Di ⇔ Σ−1 = TT

i D
−1
i Ti.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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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i의 모수인 ϕi와 σi의 개수는 개체의 반복수, ni가 증가하면 가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수들을 시간 그리고/또는 개체-특정적 공변량 벡터인 witj와 hit를 이용하여 모수의 개수를 줄일

수있다. 이를위하여회귀식과로그선형모형(log linear model)을이용한다.

ϕi,t,j = wT
i,t,jγ, (3.5)

log σ2
i,t = hT

i,tλ.

γ과 λ는 a×1 그리고 b×1의모르는모수벡터이다 (Pourahmadi, 1999, 2000; Pourahmadi와 Daniels,

2002; Daniels와 Zhao, 2003; Lee 등, 2012; Lee, 2013). 여기서 wi,t,j의 선택을 통하여 공분산행렬

을 AR(p)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hi,t의 선택을 통하여 이공분산성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wi,t,j = I|t−j|=1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I|t−j|=1는 시차가 1인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모

두 0인 함수이다. 그러면 ϕi,t,j는 t와 j의 차가 1인 경우에만 γ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된다. 따라

서 AR(1)의구조를가지게된다. 그리고 hi,t = (1,SEXi)이라고가정하자. 여기서 SEXi는 i번째개체

의 성별을 나타내고 남자일 때 1이고 여자일 때 0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log σ2
i,t는 성별에 따라 다른 값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체 공분산행렬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모수들이 어떠한 제약

이 없기 때문에 공변량(wi,t,j , hi,t)의 선택으로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다양한 차수의 자기회귀와 이분
산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로그선형모형을 통하여 모든 혁신분산이 항상 양수이므로 이
결과 Σi는양정치성을만족하게된다 (Pourahmadi, 1999).

수정 콜레스키분해는 처음에는 경시적 연속형 자료분석에서 공분산행렬의 모형화를 위하여 처음 제안

되었다 (Pourahmadi, 1999, 2000). 그리고 식 (3.5)에서 제시된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양정치성

을 보였고, 그리고 그것의 점근적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과 직교성(orthogonality)을 증명하였

다 (Pourahmadi, 2007). 이러한 특성들은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의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모형화에도

적용되었고, 모수의추정은베이지안방법을이용한 MCMC로실현되었다 (Lee 등, 2012).

3.2. 공분산 행렬의 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

일반적으로 앞의 수정 콜레스키분해를 이용한 자기회귀 모형의 경우 반복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
수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모수 γ의 수가 차수와 비례해서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정 콜레스키방법에 의한 공분산행렬의 추정은 식 (3.4)로 부터 공분산행렬의 역행렬을 분해

해서 모형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절에서는 공분산행렬을 직접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Zhang과

Leng (2012)은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moving average Cholesky decomposi-

tion)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의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에 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를 적용한 Lee와 Yoo (2014)의 모형을 제시한다. 임의효과의 분포는 앞의 수정 콜레스키 분해에서

와같이 bi ∼ N(0,Σi)를가정한다. 그리고 bi를아래와같이분해한다.

bi,1 = ei,1, (3.6)

bi,t =

t−1∑
j=1

li,t,jei,j + ei,t, for t = 2, . . . , ni, (3.7)

여기서 ei = (ei,1, . . . , ei,ni)
T는 수정 콜레스키 분해와 같이 ei

indep∼ N(0, Di)를 가정한다. 식 (3.6)과

(3.7)을행렬형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bi = Li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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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i =



1 0 0 · · · 0

li,2,1 1 0 · · · 0

li,3,1 li,3,2 1 · · · 0
...

...
...

. . .
...

li,ni,1 li,ni,2 li,ni,3 · · · 1


.

litj는 일반화 이동평균모수(generalized moving average parameters; GMAPs)이고, 수정 콜레스키 분

해와같이혁신분산이양수이면 Σi는양정치성을만족한다. 임의효과공분산행렬 Σi은

Σi = LiDiL
T
i . (3.8)

만약 Li = T−1
i 로설정하면식 (3.8)과식 (3.4)는동일하게된다.

일반화이동평균모수와혁신분산은공변량 zi,t,j와 hi,t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모형화할수있다.

li,t,j = zTi,t,jγ, log σ2
i,t = hT

i,tλ,

γ와 λ는 a × 1와 b × 1의 각각의 모르는 모수벡터이다. 여기서 수정 콜레스키분해 방법에서 처럼 벡터

zi,t,j와 hi,t는 개체-특정적 공변량이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은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차수의 이동평균 구조를 가지게 할 수 있고, 추정된 공분산행렬이 이분산성을 만족하게 된다 (Zhang과

Leng, 2012). 그리고수정콜레스키분해에서처럼이렇게만들어진임의효과공분산행렬은항상양정치
성을만족한다.

Zhang과 Leng (2012)는 경시적 연속형자료 분석을 위한 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에서 모수들의 직교성
과 점근적 정규성을 보였다. Lee와 Yoo (2014)는 여기서 제시된 모형을 제안했고, 베이지안 방법을 이

용하여모수들을추정하였다.

3.3. 부분자기 상관계수행렬을 이용한 상관행렬

앞의 수정/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는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모형화를 위하여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관계수행렬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관계수행렬의 경우 주대각의 요소들이
1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공분산행렬의 모형화에서의 제약조건과 상관계수행
렬의 제약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부분 자기상관계수를 이용한 모형화가 제안되었
다 (Daniels와 Pourahmadi, 2009). 이방법은 Lee등 (2013)에의해서주변화모형으로확장되었다. 여

기서그방법을좀더상세하게소개하겠다.

2절에서제시된임의효과의분포를다변량정규분포로가정하며, 그공분산행렬을다음같이분해한다.

Σi = C
1
2
i RiC

1
2
i ,

여기서 C
1/2
i 는 주대각행렬로 주대각 요소는 임의효과 bit의 표준편차를 요소로 한다. 따라서 C

1/2
i =

diag{σi,1,1, . . . , σi,ni,ni}이며 σ2
i,t,t = Var(bi,t)이다. 그리고 Ri는 임의효과 bi의 상관계수행렬로 다음

과같다.

Ri =


1 ρi,1,2 · · · ρi,1,ni

ρi,1,2 1 · · · ρi,2,ni

...
...

. . .
...

ρi,1,ni ρi,2,ni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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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i,j,t = corr(Yi,j , Yi,t)이다.

bi,t의표준편차 σi,t,t의모형화는로그선형모형을통하여모형화하며다음과같이제시된다.

log σi,t,t = zTi,tα, (3.9)

여기서 α는 m× 1 모수벡터이고, zi,t는개체-특정적공변량이다.

상관계수행렬 Ri의 각 원소들은 양정치성을 만족하면서 주대각원소가 1이어야 함으로 그 추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관계수행렬을 직접 추정하는 대신에 상관계수행렬 Ri와 일대일 대응하는 부분 자기상

관행렬 Πi를 먼저 추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상관계수행렬로 변환하여 추정한다. 이를 설명하

기위하여부분자기상관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πi,j,t = corr (bi,j , bi,t|bj,h, j < h < t) ,

여기서 πi,j,t는 bi,j와 bi,t의조건부자기상관계수로그사이에있는임의효과인 bi,h는주어진상태이다.

부분 자기상관행렬 Πi과 상관계수행렬 Ri의 관계를 우선 설명한다. R[j : j + l]은 상관행렬 Ri의 j번

째행과열에서부터 j + l번째의행과열까지의부분행렬을아래와같이제시한다.

R[j : j + l] =

 1 rT1 (j, l) ρj,j+l

r1(j, l) R2(j, l) r3(j, l)

ρj,j+l rT3 (j, l) 1

 ,

여기서 rT1 (j, l) = (ρi,j,j+1, . . . , ρi,j,j+l−1), r
T
3 (j, l) = (ρi,j+l,j+1, . . . , ρi,j+l,j+l−1)와 R2(j, l)는 상관행

렬 Ri에서 j + 1부터 j + l − 1까지의원소들이다.

부분상관계수 R[j : j + l]의요소들을이용하여 πi,j,j+l와 ρi,j,j+l의관계는다음과같다.

πi,j,j+l =
ρi,j,j+l − rT1 (j, l)R2(j, l)

−1r3(j, l)

[1− rT1 (j, l)R2(j, l)−1r1(j, l)]
1
2 [1− rT3 (j, l)R2(j, l)−1r3(j, l)]

1
2

, (3.10)

여기서 πi,j,j+1 = ρi,j,j+1이다. 위의식 (3.10)을다음과같은식으로다시표현할수있다.

ρi,j,j+l = rT1 (j, l)R2(j, l)
−1r3(j, l) +Djlπi,j,j+l, (3.11)

여기서 Dj,l = [1−rT1 (j, l)R2(j, l)
−1r1(j, l)]

1/2[1−rT3 (j, l)R2(j, l)
−1r3(j, l)]

1/2이고, ρi,j,j+1 = ρi,j,j+1.

식 (3.11)을이용하여부분자기상관행렬 Πi은다음과같다.

Πi =



1 πi,1,2 πi,1,3 · · · πi,1,ni−1 πi,1,ni

πi,1,2 1 πi,2,3 · · · πi,2,ni−1 πi,2,ni

πi,1,3 πi,2,3 1 · · · πi,3,ni−1 πi,3,ni

...
...

...
. . .

...
...

πi,1,ni−1 πi,2,ni−1 πi,3,ni−1 · · · 1 πi,ni−1,ni

πi,1,ni πi,2,ni πi,3,ni · · · πi,ni−1,ni 1


.

위의 각 πi,j,j+l는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 Πi는 양정치성의 조건은 필요 없다. 수정/이동평균 콜레
스키 분해방법에서처럼 자기상관행렬에서도 ni가 증가하면서 행렬의 모수들의 개수도 증가한다. 따라

서피셔의 Z변환(Fisher’s Z-transformation)을이용하여자기상관계수를아래와같이모형화한다.

z(πi,j,l) ≡
1

2
log

(
1 + πi,j,l

1− πi,j,l

)
= wT

i,j,lγ,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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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는 q × 1의 모수벡터이며, wi,j,l은 수정 콜레스키 분해방법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따라서

wi,j,l를 AR(p)를 만족시키는 공변량을 사용하면,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상관계수행렬은 AR(p)구조를
가지게된다.

부분 자기상관을 이용한 상관계수행렬은 항상 양정치성을 만족하게 되며, 그리고 로그선형모형 (3.9)와

피셔 Z변환을 이용한 모형화 (3.12)를 통하여 공분산행렬의 모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Daniels와

Pourahmadi (2009)는 경시적 연속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부분자기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하여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Lee 등 (2013)는 주변화모형에서 부분자기상관을 이용하여 이
변량경시적순서화자료를분석하였다.

4.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경시적 범주형 자료분석을 위한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을 고찰하였고, 이 모형에서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모수추정에 대한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정/이동평균
콜레스키분해 방법과 부분 자기상관행렬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정/이동평균 콜레스키분해 방
법을 이용한 모형화는 일반화 자기회귀/이동평균 모수에 선형회귀모형을 그리고 혁신분산에 로그선행
모형을 적용하여 원하는 차수의 AR/MA구조를 가지면서 이공분산성을 가지는 행렬을 추정할 수 있었
다. 부분 자기상관행렬을 이용한 방법에서도 부분 자기상관에 피셔의 Z변환을 이용한 모형을 적용하

고, 표준편차에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차수의 AR구조의 이분산성을 가지는 공분산행렬
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방법들은 임의효과 공분산/상관계수행렬이 항상 양정치성을
만족하게추정할수있고, 행렬의모수의개수도줄일수있게되었다.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추정을 위한 수정 콜레스키분해 방법은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복의 수가
많을때에는자기회귀의차수를높여야한다. 이경우모수의수가같이증가함을알수있다. 이동평균
콜레스키분해 방법의 경우 이동평균의 특성상 지정된 차수 이상으로 시차가 벌어지면 자기공분산이 0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기회귀와 이동평균의 특성을 결합한 자기회귀-이동평균 콜레스키분해
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콜레스키 방법에서 차수가 큰 경우 이를 이용한 통계적 모형의 비효율

성을극복할수있다. 이러한모형들을앞으로의연구과제로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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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화 선형혼합모델은 일반적으로 경시적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 모델에서 임의효과는 반복 측정

치들의 시간에 따른 의존성을 설명한다.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추정은 여러가지 제약조건들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이다. 제약조건으로는 행렬의 모수들의 수가 많으며, 또한 추정된 공분산행렬은 양정치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임의효과 공분산행렬의 모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수정 단냠레스키분

해, 이동평균 단냠레스키분해와 부분 자기상관행렬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 위의 제안된 방법들을 소개

한다.

주요용어: 경시적 자료, 임의효과 공분산행렬, 수정한 단냠레스키 분해, 이동평균 콜레스키 분해, 부분

자기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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