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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is an extension of a generalized linear model that allows random effect as

well as provides flexibility in developing a suitable model when observations are correlated or when there

are other underlying phenomena that contribute to resulting variability. We describ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s for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at include random effects - the Laplace approximation,

Gauss-Hermite quadrature, adaptive Gauss-Hermite quadrature, and pseudo-likelihood. Applications are

provided with social science problems by analyzing the effect of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n

volunteer activities from Korean welfare panel data; in addition, we observe that the inclusion of random

effects in the model leads to improved analyses with more reasonable i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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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은 다양한 오차 구조를 포함한 이산형 또는 범주형 반응
변수 y = (y1, . . . , yn)를 모형화 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는 통계적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선형 모형에 대한 가정은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오차항의 독립

성, 등분산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자료에는 일반화 선형 모형을 사용한다.

Nelder와 Wedderburn (1972) 그리고 McCullagh와 Nelder (1989) 등의 고전적인 논문들은 일반화 선

형모형에대하여지수족형태에의해제공되는맥락에서비선형회귀모형을선형모형으로변환하여고
려했기 때문에, 우도함수의 재구성은 링크함수의 형태와 그 결과 발생하는 오차 구조의 유형과 같이 모
형의 구조적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Breslow와 Clayton (1993)은 일반화 선형 모형을 다양한

결과의 측정을 위해 회귀분석의 우도 기반의 접근을 모두 종합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화 선형 모

형에대한자세한설명은 McCullagh와 Nelder (1989), Fahrmeir와 Tutz (2001) 등에서찾을수있다.

1.1.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료의 저장, 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등장하고, 그로 인해 예전
과는 달리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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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은 통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합성 부족을 설

명하기 위해서 임의효과(random effect)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의효과는 알지 못하는 작은

변화와실제데이터에서직면하기쉬운극단값(outlier)을허용할수있기때문에이항분포, 포아송분포

등따르는회귀모형들을바탕으로상관되고과대산포된데이터에많이사용된다.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선형 예측치에 임의적인 용어인 임의효과가 포함된 모형을 일반화 선형 혼합 모

형이라 한다. 임의효과와 고정효과가 임의로 상관된 혼합에서 결과 변수를 조건부로 수용하도록 명시
할 수 있다 (Breslow와 Clayton, 1993; Buonaccorsi, 1996; Wang 등, 1998; Wolfinger와 O’Connell,

1993). McCulloch와 Searle (2001)는 비선형 모형 안에 임의 효과가 포함되면서 상호 연관된 데이터를
수용하는 모형을 만들거나, 모집단을 추론하기 위해 수준의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된 요소의 수준을 고려

하기위해서일반화선형혼합모형을사용한다고언급하였다.

임의효과는 기댓값과 분산에 대한 약간의 가정만 하고, 임의효과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필요 없
다. 고정효과모형보다임의효과모형이더선호되는세가지이유가있다. 첫번째는그룹수준에서공
분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집단 수준의 공분산의

효과로부터 집단의 효과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효과를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임의효과 모형

은 집단의 모집단으로부터 온 임의표본으로서 집단을 취급한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면 추론은 표본

안에 있는 집단들을 넘어서서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통계적 추론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다.

전통적인 회귀 기술은 다수준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추정된 회귀 계수의 표준 오차를
유발한다. 이 잘못 추정된 회귀 계수의 표준 오차는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공분산 계수에 대해서 통계
적유의성의과장이나과소를이끌수있다. 이같은이유로고정효과만있는모형보다임의효과를추가

한모형을사용하는것이좋다 (Li 등, 2011).

1.2. 로지스틱 회귀모형

일반화 선형 모형의 종류는 지수족 형태를 바탕으로 선형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
다. 그 많은 모형 중 우리는 이 논문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고려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반응변수가 이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변수에 대하여 이항분포를 가정하고, 어떤 사건이 일

어날확률을추정하기위해설명변수들의선형성을모형화한일반화선형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Verhulst (1838, 1845)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연구하면서 처음 제안되었다. Verhulst 외의 다른 저자들도 인구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로지스
틱모형을사용하였으며, 자세한설명은 Pearl와 Reed (1920), Pearl 등 (1940), Schultz (1930) 등에서

찾을 수 있다. Agresti (1990)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가장 보편화된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고 언급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범주형 반응 자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는 인구학
뿐만아니라금융, 의학, 생물학, 사회학, 인구학, 마케팅등다양한범위에서사용이증가하고있다.

이논문에서는둘로나누어진결과를가지는이항반응을가지는데이터를이용하며, 결과에서개인또는

집단의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모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이항반응은 결과

가 발생할 경우가 2가지만 있기 때문에 변동을 나타내기 쉽지 않고 복잡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Kim 등, 2013).

1.3. 로지스틱 선형 혼합 모형의 최대우도 추정법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통계적 추론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

mation; MLE), 베이즈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다. 그 중 베이즈 방법은 임의효과의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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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분포를 구체화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실험에서 최대우도법보다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형 혼합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
고자 한다. 하지만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모형은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도
함수가 정보행렬(information matrix)과 높은 차원의 적분을 포함하는 닫힌 형식(closed form)을 가지

고있기때문에계산적으로복잡함과어려움이따른다. 이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근사추정이며, 변량

효과가 포함된 모형에 대한 최대우도의 추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Schall (1991), Breslow와

Clayton (1993), Wolfinger와 O’Cconnell (1993) 등의학자들이다양한추론방법을다루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Laplace (1986)는 본래 라플라스 근사법(Laplace approximation)에 대한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후에 Solomon과 Cox (1992)그리고 Liu와 Pierce (1994)은적분된우도에대한라플라

스 근사를 제안하였다. Wolfinger (1993)는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근사법이 비선형에서 고정효과, 임의

효과 둘 다 있는 데이터의 주변분포에 적용되고, 이 접근은 위에서 언급했던 모델의 적합(fitting)을 위

한 최근 알고리즘들의 대안적 도출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Breslow와 Clayton (1993)은 일반

화 선형 혼합 모형의 넓고 다양한 적용을 위해 라플라스 근사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수정점을 제시하였다
(Breslow와 Lin, 1995). 라플라스 근사법은 테일러 임의의 함수를 특정 위치에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키
는근사방법이다. 함수를한위치에근사하기위하여테일러급수를사용하였으며, 테일러급수는보통

2차 형태까지 적용한다. 확률분포가 차수가 높거나 복잡하여 계산하기 힘들 경우, 그 분포와 가장 비슷
한 정규분포의 함수를 찾아 그 함수로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Bishop, 2006). 또한 라플라스 근사
법의 정확성은 표본 수에 의존하고,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Gauss-Hermite quadrature)과 적응 가우

스-에르미트구적법보다계산적으로는더간단하지만작은표본을가지는데이터에대하여덜정확한추
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Kim 등, 2013). 라플라스 근사법의 경우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포함되어 있
지만사용하기간편하기때문에현재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근사방법이다.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은 다양하게 제시된 가우스 구적법(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가우스-르장드르

구적법, 체비셰프-가우스 구적법 등) 중 하나이다. 가우스 구적법은 적분하는 간격에 따라 사용되는 구
적법이 다르다. 그중에서도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은 정규 밀도 함수의 모양을 가지는 또 다른 함수의
곱인 함수 f(·)의 적분으로 근사하는 방법이다. 적분 간격은 모든 실수 구간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적분

은 특정한 점에서 함수를 평가하는 가중된 합에 근사한다. Kim 등 (2013)은 근사의 정확성은 구적 점
과 그에 상응하는 가중치에 의해 나타내지는 면적에 의해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의효과가 여러 개

가포함된모형인경우임의효과가 k개가존재한다면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을진행하기위해서 1개의

임의효과당 Q개의점을사용하기때문에근사에필요한구적점은 Qk개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는

것을볼수있으며 (Lesaffre와 Spiessens, 2001; Hedeker와 Gibbons 2006), 구적점의개수가많아질수
록 근사가 정확하게 된다. 하지만 임의효과가 증가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개수만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외에도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보
완한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도 언급되고 있으며,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은 미리 설정된 구적 점
을 사용하지만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은 분포의 모양에 따라 근사하는 모형을 중심으로 구적 점
을 찾는다 (Lesaffre와 Spiessens, 2001; Hedeker와 Gibbons, 2006). 필요한 적당한 구적 점을 찾아주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보다 적응 가우스-에르미트는 근사하기 위해 더
적은수의구적점이필요로하므로더효율적일수있다 (Kim 등, 2013).

이러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패키지로는

R의 lme4, SAS의 PROC NLMIXED와 PROC GLIMMIX 등이 있다. 최근에는 SAS의 프로시저

중 PROC NLMIXED보다 PROC GLIMMIX가 더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R과 SAS의 패키지는 벌점

준가능도(penalized quasi-likelihood) 근사, 적분의 근사 방법을 이용한 라플라스 근사와 가우스-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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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적분근사중적어도한가지의방법을제공하고있다. 특히두패키지안에있는우도근사방법은
PROC GLIMMIX의 경우 라플라스 우도 근사, 유사가능도 우도 근사,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의
우도 근사 등이 제공되고 있고, R의 lme4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glmer 함수의 경우 라플라스 우도 근사,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의 우도 근사가 제공하고 있다 (Bolker 등, 2009). 최근에 두 통계적 패키
지를 비교한 Li 등 (2011)에 의하면 R에서의 lme4와 SAS에서의 PROC GLIMMIX는 고정효과와 임

의효과의 공분산에 대하여 거의 같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

서는 다양한 우도함수 근사법 중에서도 lme4 패키지와 PROC GLIMMIX가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라

플라스 근사법과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최대 우도 추정치가 수렴할 때

까지갱신하여구체적인추정량을얻을수있는뉴튼-라프슨방법(Newton-Raphson method)을통하여

로지스틱선형혼합모형의모수를추정한다.

1.4. 논문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가정과 우도함수를

제시하고, 3절에서는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모형의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복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R lme4 패키지

의 glmer 함수와 SAS에서 PROC GLIMMIX의 두 패키지를 중심으로 이 주제의 방법론인 최대우도법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합
한모형의분석결과및연구에대한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2.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은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확장한 모형이다. 그러므로 로지스틱 임의효
과모형을살피기전로지스틱회귀모형의우도함수및이론적인모수추정법에대해살펴본다.

2.1. 로지스틱 회귀모형

베르누이 반응변수 Yi (yi = 1 또는 0)에 대하여 랜덤성분은 이항분포로 가정하고, 설명변수들의 선형

관계성을고려한성공의확률 Pr(Yi = 1|Xi) = π(Xi)에대한모형으로다음모형을가정한다.

log

(
π(Xi)

1− π(Xi)

)
= Xiβ =

p∑
j=0

βjxij ⇐⇒ π(Xi) =
exp

(∑p
j=0 βjxij

)
1 + exp

(∑p
j=0 βjxij

) . (2.1)

Y = {Y1, . . . , Yn}은이항반응변수들의벡터이고 π(Xi) = E[Yi]이며, Xi = (1, Xi1, . . . , Xip)는 p개의

설명변수를 가지는 설계벡터이다 (i = 1, . . . , n). 독립인 반응변수들의 우도함수에 식 (2.1)에서 정의한

모형을사용하면, 로지스틱회귀모형의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l(β) =

N∏
i=1

π(Xi)
yi(1− π(Xi))

ni−yi =

n∏
i=1

{
π (Xi)

1− π (Xi)

}yi n∏
i=1

(1− π (Xi))
ni

=

n∏
i=1

[
exp

{
log

(
π (Xi)

1− π (Xi)

)yi
}] n∏

i=1

(1− π (Xi))
ni

= exp

{∑
j

(∑
i

yixij

)
βj

}
n∏

i=1

{
1 + exp

(∑
j

βjxij

)}−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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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와같이표현된우도함수에서로그를적용한형태인로그우도함수는

L(β) =
∑
j

(∑
i

yixij

)
βj −

∑
i

ni log

(
1 + exp

(∑
j

βjxij

))

이다. 모수 β에 대한 최대우도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먼저 로그 우도함수를 βj로 미분하여, 일차 미분

함수를 0으로놓고얻은 π̂i의최대우도추정량은다음과같다.

∂L(β)

∂βj
=
∑
i

yixij −
∑
i

nixij
exp

(∑
j βjxij

)
1 + exp

(∑
j βjxij

) = 0

⇒
∑
i

yixij −
∑
i

nixij π̂i = 0. (2.3)

식 (2.3)의 방정식은 π̂i = exp (
∑

j βjxij)/{1 + exp (
∑

j βjxij)}가 π(Xi)의 최대우도추정량일 때의 우

도방정식이며, 이항의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비선형이고, 반복된 처리를 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이다.

최대우도의 추정량인 β̂에 대한 미분방정식은 닫힌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
는 수리적으로 계속 계수를 수정하면서 모델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우

도 추정량의 성질에 의해 β̂은 정보행렬의 역행렬과 동일한 공분산행렬을 가지는 큰 표본의 정규분포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행렬에 필요한 요소인 음이차 미분방정식 −∂L2(β)/(∂βa∂βb)을 계산하는 데 필요

한세개의식은다음과같다.

1)
d

dx
eu(x) = eu(x)

d

dx
u(x),

2)

(
f

g

)′

(a) =
f ′(a)g(a)− f(a)g′(a)

{g(a)}2 ,

3)
d

dx

eu(x)

1 + eu(x)
=

d
dx
u(x)eu(x)

(
1 + eu(x)

)
− eu(x) d

dx
eu(x)

(1 + eu(x))
2 =

d
dx
u(x)eu(x)

(1 + eu(x))
2 .

이세개의식을이용하여구한 βa와 βb의음이차미분식 −∂L2(β)/(∂βa∂βb)은다음과같다.

−∂L
2(β)

∂βa∂βb
=
∑
i

nixiaxib
exp

(∑
j βjxij

)
[
1 + exp

(∑
j βjxij

)]2
=
∑
i

nixiaxib
1

1 + exp
(∑

j βjxij
) exp

(∑
j βjxij

)
1 + exp

(∑
j βjxij

)
=
∑
i

nixiaxibπ(xi)(1− π(xi)).

모든 모수에 대하여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최대우도의 추정량인 β̂의 추정된 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다.

ĉov
(
β̂
)
=
{
X′diag[niπ̂i(1− π̂i)]X

}−1

여기서 diag[niπ̂i(1− π̂i)]는주대각선이 niπ̂i(1− π̂i)인 N ×N 대각행렬이며, 추정량 π̂i으로나타낸분

산으로추정된공분산행렬이라는특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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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

이항 반응변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모형을 확장한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모형은 일

반화 선형 혼합 모형의 특별한 형태 중 하나이다. 임의효과는 표본에 적용되는 효과를 말하며, 알지 못

하는 설명변수에 대한 분산 구조나 관측되지 않은 숨겨진 분산에 대해 고려할 때 사용하는 모형에 가정
되는효과이다. 일반적으로일반화선형혼합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g(E(y|u)) = Xβ + Zu, y ∼ F,

E(y|u) = g−1(Xβ + Zu) = H(η) = µ,

여기서

y : 반응변수의 n× 1 벡터, F -분포로부터온반응변수

X : β의계획행렬 n× p 벡터

β : 고정효과 p× 1 벡터

Z : u의계획행렬 n× q 벡터

u : 임의효과 q × 1 벡터

g(·) : 연결함수

이때임의효과는 u ∼ N(0, σ2
uIn)로가정하고, η = Xβ+Zu는선형예측치라고한다. 추정치 σ̂2

u는그
룹 간의 변동과 설명변수의 누락으로 인한 변동을 나타낸다. u가 주어진 y의 평균과, 연결함수로 로짓

연결을사용한로지스틱모형은식 (2.4)와같이정의한다.

logit{E(y)} = log
π(X)

1− π(X)
= Xβ + Zu. (2.4)

특히 식 (2.4)의 모형을 M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룹화 된 자료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다시표현할수있다.

E(yj|uj) = g−1(Xjβ + Zjuj), j = 1, . . . ,M, i = 1, . . . , nj ,

여기서

yj : 반응변수의 nj × 1 벡터, F -분포로부터온반응변수

Xj : β의계획행렬 nj × p 벡터

β : 고정효과 p× 1 벡터

Zj : u의계획행렬 nj × q 벡터

uj : 임의효과 q × 1 벡터

g(·) : 연결함수

uj ∼ N(0, σ2
uInj)라고할때, j번째집단의우도함수는다음과같다.

lj
(
β, σ2

u

)
=

∫
f(yj|ηj)f

(
uj|σ2

u

)
duj

=

∫
f(yj|ηj)(2π)−

q
2
(
σ2
u

)− q
2 exp

(
− 1

2σ2
u

u′
juj

)
d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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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π)−
q
2
(
σ2
u

)− q
2

∫
f(yj|ηj) exp

(
− 1

2σ2
u

u′
juj

)
duj

= (2π)−
q
2
(
σ2
u

)− q
2

∫
exp

{
log f(yj |ηj)−

1

2σ2
u

uj
′uj

}
duj.

j번째집단의우도함수에로그를취하여식 (2.5)의로그우도함수를얻을수있다.

Lj

(
β, σ2

u

)
= − q

2
log(2π)− q

2
log
(
σ2
u

)
+

∫ {
log f(yj |ηj)−

1

2σ2
u

uj
′uj

}
duj. (2.5)

이러한그룹화된자료의경우를관측치각각의특징을고려한개별적임의효과모형으로확장하고로그
우도함수를쉽게구할수있다.

식 (2.5)의 우도함수는 닫힌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정확한 최대우도 추정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식 (2.5)의 함수를 대신하는 근사 된 우도함수를 구하고 근사 된 우도함
수를 통하여 뉴튼-라프슨 방법과 같은 반복적인 처리를 하여 최대우도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도함수 근사 방법으로는 라플라스 근사법,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유사가능도, 적응 가우

스-에르미트구적법등이있으며이는다음절에서자세히논의한다.

3.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의 최대우도 추정법

Y = {Y1, . . . , Yn}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 fβ,σ2
u
(y)를 따르는 (independent identically dis-

tributed) 표본이라면, 일반적으로우도함수 l(β, σ2
u)와로그우도함수 L(β, σ2

u)는다음과같다.

l
(
β, σ2

u

)
=

n∏
i=1

fβ,σ2
u
(yi), L

(
β, σ2

u

)
=
∑

log fβ,σ2
u
(yi).

우도함수와 로그 우도함수에 포함된 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모수에 대하여 1차

미분한 스코어 벡터를 구해야 한다. 선형모수 β와 σ2
u의 스코어 벡터는 식 (2.4)의 로그우도를 β, σ2

u에

대하여한번미분한 (p+ 1)× 1 벡터이며식 (3.1)과같다.

u(β, σ2
u) =



∂L
(
β, σ2

u

)
∂β1
...

∂L
(
β, σ2

u

)
∂βp

∂L
(
β, σ2

u

)
∂σ2

u


=


∂L
(
β, σ2

u

)
∂β

∂L
(
β, σ2

u

)
∂σ2

u

 . (3.1)

스코어벡터의적률은두가지의성질을만족한다.

1) 스코어벡터의기댓값은 0이다.

2) 스코어벡터의분산은 L(β, σ2
u)를 β에대해두번미분한함수의음의기댓값이다.

Var
(
u
(
β, σ2

u

))
= E

[
u
(
β, σ2

u

)
u
(
β, σ2

u

)′]
= −E



∂2L

(
β, σ2

u

)
∂βj∂βk

∂2L
(
β, σ2

u

)
∂βj∂σ2

u

∂2L
(
β, σ2

u

)
∂σ2

u∂βk

∂2L
(
β, σ2

u

)
∂2σ2

u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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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의 행렬을 정보행렬이라고 하고 I(β)으로 표기한다. 정보행렬은 확률변수의 관측 값으로부터
확률변수 분포의 매개변수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다. 위의 스코어 벡터 적률의 두 가지 성

질을이용하면최대우도추정량 β̂의분포는근사적으로 β̂ ∼ N(β, I(β)−1)를따른다.

3.1. 뉴튼-라프슨 방법

뉴튼-라프슨 방법은 비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반복적인 방법이다. 최대우도추정량의 근사적인 해를
찾을 수 있다. 시작점부터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최대값을 갱신하면서 함수의 극대값을 가지는 점을 결
정하게된다. 함수가적절하거나시작점이좋을때최대값의위치가더빨리수렴되기쉽다.

u′ =



∂L(β, σ2
u)

∂β1
...

∂L(β, σ2
u)

∂βp

∂L(β, σ2
u)

∂σ2
u


, H =



∂2L(β, σ2
u)

∂β1∂β1

∂2L(β, σ2
u)

∂β1∂β2
· · · ∂

2L(β, σ2
u)

∂β1∂σ2
u

∂2L(β, σ2
u)

∂β2∂β1

∂2L(β, σ2
u)

∂β2∂β2
· · · ∂

2L(β, σ2
u)

∂β2∂σ2
u

...
...

. . .
...

∂2L(β, σ2
u)

∂σ2
u∂β1

∂2L(β, σ2
u)

∂σ2
u∂β2

· · · ∂
2L(β, σ2

u)

∂2σ2
u


β와 σ2

u의 모수 벡터를 θ =
(

β
σ2
u

)
라고 하고, θ에 대해서 t번 반복한 θ(t) =

(
β(t)

σ2
u
(t)

)
에서 평가된 u′와

H를 u(t), H(t)라고정의한다. t번반복은테일러급수에서두번째순서까지의항에의하여 θ(t)근처의
L(β, σ2

u)를극대화한다.

L
(
β, σ2

u

)
≈ L

(
β(t), σ2

u

)
+ u(t)

(
θ − θ(t)

)
+

1

2

(
θ − θ(t)

)′
H(t)

(
θ − θ(t)

)
= L

(
β(t), σ2

u

)
+ u(t)θ − u(t)θ(t) +

1

2

(
θ′H(t)θ − 2θ′H(t)θ(t) + θ(t)′H(t)θ(t)

)
,

∂L
(
β, σ2

u

)
∂θ

= u(t) +
1

2

(
2H(t)θ − 2H(t)θ(t)

)
= u(t) +H(t)θ −H(t)θ(t) = u(t) +H(t)

(
θ − θ(t)

)
.

다음 t+ 1번째 θ에대해서 ∂L(β, σ2
u)/∂θ = 0을계산하면다음과같이표현된다.

∂L
(
β, σ2

u

)
∂θ

≈ u(t) +H(t)
(
θ − θ(t)

)
= 0,

θ − θ(t) = −
{
H(t)

}−1

u(t),

θ(t+1) = θ(t) −
{
H(t)

}−1

u(t),

여기서 H(t)는정칙행렬이라고가정한다.

θ̂의 근사적인 공분산행렬인 cov(θ̂)은 정보행렬의 역행렬이다. 정보행렬의 요소는 −E(∂2L(β, σ2
u)/

∂θ∂θ′)와 같다. 큰 곡률은 θ̂에서 θ로 가면서 로그 우도함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
에정보를찾기쉬움을의미한다.

반복은 연속된 과정에서 L(θ(t))의 변화가 충분히 작아질 때 까지 진행된다. t → ∞일 때, 최대우도추

정량은 θ(t)에 수렴한다. 하지만 뉴튼-라프슨 방법은 L(β, σ2
u)의 도함수가 0이 되는 다른 극댓값이 존

재한다면 다른 극댓값을 최대우도추정량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작점

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고, 시작점을여러개로설정하여진행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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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라플라스 근사법

다음은 닫힌 형태에 대한 우도를 근사하기 위한 라플라스 근사법을 이용하여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
틱모형을고려하였다. 식 (2.5)에서지수함수의식을정리하면식 (3.3)과같다.

h
(
β, σ2

u,uj

)
= log f(yj|ηj)−

1

2σ2
u

u′
juj. (3.3)

라플라스 근사법은 식 (3.3)의 테일러 전개를 기초로 한다.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기 위해 식 (3.3)의

1차미분함수와 2차미분함수를구한다.

h′ (β, σ2
u,uj

)
=
∂h
(
β, σ2

u,uj

)
∂uj

= Z′
j
∂log f(yj|ηj)

∂ηj
− 1

σ2
u

uj, (3.4)

h′′ (β, σ2
u,uj

)
=
∂2h

(
β, σ2

u,uj

)
∂uj∂u′

j

= Z′
j
∂2log f(yj|ηj)

∂ηj∂η′j
Zj −

1

σ2
u

, (3.5)

h′ (β, σ2
u,uj

)
= Z′

j
∂2log f(yj|ηj)

∂ηj
− 1

σ2
u

uj = 0,

ûj = σ2
uZj

∂log f(yj|ηj)
∂ηj

. (3.6)

식 (3.4)가 0인 점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식 (3.6)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ûj을 구할
수 있으며, 테일러 전개를 이용한 근사식에서는 식 (3.4)가 제거되면서 식 (3.5)의 모형만 남는다. 그래
서테일러전개가적용된식 (3.3)은 2차식이되고, 가우스분포의형태로근사할수있다.

h
(
β, σ2

u,uj

)
≈ h

(
β, σ2

u, ûj

)
+ h′ (β, σ2

u, ûj

)
(uj − ûj)

′ +
1

2
(uj − ûj)

′ h′′ (β, σ2
u, ûj

)
(uj − ûj)

= h
(
β, σ2

u, ûj

)
+

1

2
(uj − ûj)

′ h′′ (β, σ2
u, ûj

)
(uj − ûj) .

적분에대한근사는∫
exph

(
β, σ2

u,uj

)
duj ≈

∣∣−h′′ (β, σ2
u, ûj

)∣∣− 1
2 exp

{
h
(
β, σ2

u, ûj

)}
이며, 라플라스 근사 된 로그 우도함수는 식 (3.7)과 같다. 미분하여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하는 경우,

상수는통계량에변화를주지않으므로계산의편의를위해식에서상수를생략하였다.

Lj

(
β, σ2

u

)
= −1

2
log
∣∣−h′′ (β, σ2

u, ûj

)∣∣+ h
(
β, σ2

u, ûj

)
. (3.7)

식 (3.7)에서의 h′′(β, σ2
u, ûj)는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 2차 미분 값이 음수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므

로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 L(β, σ2
u)는 식 (3.7) j = 1에서 M까지 함수의 합이며 (L(β, σ2

u) =∑M
j=1 Lj(β, σ

2
u)), L(β, σ

2
u)의 최대화는 θ에 대해 수행된다. 최대화하여 얻은 추정량을 사용하여 최적

의 β̂와 σ̂2
u를 구하기 위한 반복적인 방법은 뉴튼-라프슨 방법을 사용한다. 뉴튼-라프슨 방법을 적용하

면

θ(t+1) = θ(t) −

{
∂2L

(
β, σ̂2

u

)
∂θ∂θ′

}−1{
∂L
(
β, σ̂2

u

)
∂θ

}
, (3.8)

cov
(
θ(t+1)

)
= −

{
∂2L(θ(t+1))

∂θ∂θ′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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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8)과식 (3.9)를얻을수있다. 식 (3.8)과식 (3.9)를반복적으로계산하여, 값의변화가적당히작

아지면 반복을 멈춘다. 라플라스 근사법에서 특정한 점에서 근사하는 근사값을 찾고, 근사값과 가까운
극대값을 얻기 때문에 항상 최대값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뉴튼-라프슨 방법처럼 시작점을 여

러 개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근사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

째는 식 (3.5)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수가 두 번 이상 미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식 (3.3)이 최대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근사는 가우스 분포에 맞도록 근사시키기 때문
에 실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Agresti (2002), StataCorp (2013) 등을 참고하

여라.

3.3.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의형태는다음과같다.∫ ∞

−∞
e−x2

f(x)dx ≈
n∑

i=1

wif(xi)

n은 사용된 표본점의 수, xi는 구적 점이며, wi는 구적 가중치이다. 구적 점과 구적 가중치를 구하는 방
법은 Abramowitz와 Stegun (1972)을참고한다. 이를토대로임의효과가포함된로지스틱모형의우도

함수를적용하면다음과같다. 우도를결정하는적분은임의효과구조에의존하는차원을가지고있다.

lj
(
β, σ2

u

)
= (2π)−

q
2
(
σ2
u

)− q
2

∫
exp

{
log f(yj|ηj)−

1

2σ2
u

u′
juj

}
duj

= (2π)−
q
2 (σ2

u)
− q

2

∫ ∞

−∞
· · ·
∫ ∞

−∞
exp

{
log f(yj|ηj)−

1

2σ2
u

q∑
k=1

u2
jk

}
duj1, . . . , ujq.

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을이용한근사된우도함수는식 (3.10)으로모형화될수있다.

lj
(
β, σ2

u

)
=

r∑
k1=1

· · ·
r∑

kq=1

[
exp {log f(yj|ηj)}

q∏
p=1

wjkp

]

=

r∑
k1=1

· · ·
r∑

kq=1

[
exp

{ nj∑
i=1

log f(yij |ηijk)

}
q∏

p=1

wjkp

]
, (3.10)

여기서 ηjk는 k번째점에서의 ηjk = Xjβ + Zjuj이고, ηijk는 ηjk의 i번째요소이다. 각차원에서 r개

의구적점을가진다. 식 (3.10)은반복된과정, 예를들어뉴튼-라프슨방법과같은알고리즘을통해최

대화를할수있다. 여기서관측된정보행렬은표준오차의최대우도추정량을제공한다.

3.4.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z = (z1, . . . , zkq )이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에 대한 표준 가로좌표라고 하면, z∗j = (zj1 , . . . , zkjr
)는

r차원의구적격자망(grid)에서의점이라고하자. 집중되어크기가조정된가로좌표 a∗
j는

a∗
j = ûj +

√
2h′′ (β, σ2

u, ûj

)− 1
2 z∗j

여기서 f ′′는임의효과에대해서두번미분한행렬이다.

h′′ (β, σ2
u, ûj

)
=
∂f (yj|ηj)
∂uj∂u′

j

|û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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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adaptive Gauss-Hermite quadrature)은 가우스-에르미트 구적의 가중치
인 w = (wk1 , . . . , wkq )에 따라 집중되고 크기가 조정된 가로 좌표는 일차원 규칙의 순서에 의해 r차원

의 적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이용한 근사 우도함수는 식 (3.11)로

표현될수있다.

lj
(
β, σ2

u

)
=

n1∑
k1=1

· · ·
nj∑

kr=1

[
exp{log f(yj|ηjk)}

r∏
p=1

wjk∗
p

]
(3.11)

ηjk = Xjβ + Zja
∗
j .

µj와 σ2
u는두가지방법을사용하여계산된다.

1) 식 (3.11)을이용하여사후확률질량함수의적률을갱신하여반복적으로계산한다.

2) uj에대해서적분을최적화하여 µj와 σ2
u를계산한다.

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보다효과적으로적분을근사하는데필요한구적점의수가줄어들기때문에효
율성이있는방법이다.

3.5. 유사가능도 우도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의개념을다시불러오면

E(y|u) = g−1(Xβ + Zu) = g−1(η) = µ

u ∼ N(0, σ2
uIn), Var(y|u) = σ2I

이고, 분산함수는 평균의 함수로서 반응변수의 분산을 표현한다. Wolfinger와 O’Connell (1993)에 따

라 β̂, û에대해 µ의첫째항을이용한테일러정리로함수를근사할수있다. ∆̂ = (∂g−1(η)/∂η)|β̂,û인

대각행렬을이용하여유사가능도우도(pseudo-likelihood)를구하기위한모델을정의하자.

g−1(η) = g−1 (η̂) + ∆̂X
(
β − β̂

)
+ ∆̂Z(u− û)

= g−1(η̂) + ∆̂
(
Xβ −Xβ̂ + Zu− Zû

)
∆̂

−1 (
g−1(η)− g−1(η̂)

)
+Xβ̂ + Zû = Xβ + Zu.

P ≡ ∆̂
−1

(g−1(η) − g−1(η̂))는 u가 통제된 예측값이다. Var(P|u) = σ2∆̂
−1

∆̂
−1
이고, 따라서 P =

Xβ + Zu+ ϵ의모형을고려할수있다. Var(ϵ) = Var(P|u)이다.

V (θ) = σ2
uZZ

′ + σ2∆̂
−1

∆̂
−1
.

V (θ)는 주변함수의 분산이다. θ는 σ2
u와 R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q × 1모수 벡터이며, 여

기서 SAS 프로그램의 PROC GLIMMIX에서 ϵ는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L(θ, p) = −1

2
|V (θ)| − 1

2
r′V (θ)r− f

2
log 2π,

LR(θ, p) = −
1

2
|V (θ)| − 1

2
r′V (θ)r− 1

2
log {X′V (θ)X} − f − k

2
log{2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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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 분석에서사용된빈도수의합

k : 행렬 X의계수

L(θ, p) : 유사가능도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LR(θ, p) : 잔차유사가능도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r = P−X(X′V−1X)−X′V−1P이다. 유사가능도로그우도함수가수렴하게되면프로파일함수의모
수가추정되고, 임의효과가예측된다.

β̂ =

(
X′V

(
θ̂
)−1

X

)−

X′V
(
θ̂
)−1

P,

û = σ̂2
uZ

′V
(
θ̂
)−1

r̂.

값을대입하여다음값을반복적으로계산하며, 값에대한변화가적당히작아지면과정을멈춘다. 유사

가능도 우도는 임의변수가 있는 결합 확률 분포의 근사치이다. 변수가 많을 때 주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추정에 대한 계산을 쉽게 해주며, 모수의 정확한 추정을 제공한다. 실제 우도함수를 대신하여 유사가능

도 로그 우도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유

도하는보통우도의간단한적용에서는부정확할수있다.

4.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의 활용

4.1. 데이터 설명 및 기초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11차 한국 복지 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
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 복지 패널 조사는 매년 진행하는 조사이며, 11차 자료는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99일 동안 진행되었다. 17개 시·도, 20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을 포괄하는
조사이며, 국민의 생활실태, 복지 욕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
표성을 띠는 패널 데이터이다. 개별가구에 대한 정보와 각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임의효과
에 대해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2016년 11차 조사의 가구 단위 관측치는 총 6,723가구이며, 개인

단위관측치는 16,664명이다. 가구원의일반사항관련변수가없는경우는연구에서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SAS의 GLIMMIX와 R의 lme4을 사용하여 정신건강과 생활

만족도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는 개별 가구원들의 일반사
항 문항인 성별(X1), 연령대(X2), 거주 지역(X3), 소득(X4), 최종학력(X5)과 자원봉사활동 여부(y),

정신건강 관련 변수(21개 문항), 생활실태·만족도 변수(8개 문항)이다. 거주 지역은 7개 권역 (서울/인

천·경기/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도)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된 가변수이다. 연령대는 출생연도에서 나이로 변환 후 연령대로 코

딩 하였으며 소득 변수는 연속형 변수인 총 소득(gross income)을 범주화하였다. 최종학력은 교육수준
변수에서 졸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변수를 다시 범주화하였다. 일반사항

문항을알아보기위해서빈도분석을한결과는 Table 4.1에제시된다.

자원봉사활동 여부는 그렇다 1, 아니다 2로 코딩되어있는 반응이 이분형인 변수이다. 총 12,305명의 응

답자 중 1,054명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1,251명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변수는 우울의 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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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ata description and frequency of subdivision

Variable Subdivision Notation Frequency (rate)

성별 (X1)
남성 X1 1 5287 (42.97)

여성 X1 2 7018 (57.03)

연령대 (X2)

10대 이하 X2 1 8 (0.07)

20대 X2 2 1132 (9.20)

30대 X2 3 1417 (11.52)

40대 X2 4 2060 (16.74)

50대 X2 5 1892 (15.38)

60대 이상 X2 6 5796 (47.10)

거주지역 (X3)

서울 X3 1 1793 (14.57)

인천/경기 X3 2 2633 (21.40)

부산/경남/울산 X3 3 2093 (17.01)

대구/경북 X3 4 1532 (12.45)

대전/충남 X3 5 1056 (8.58)

강원/충북 X3 6 935 (7.60)

광주/전남/전북/제주 X3 7 2263 (18.39)

수입 (X4)

2000만원 미만 X4 1 3521 (28.61)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X4 2 2895 (23.53)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X4 3 2407 (19.56)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X4 4 1547 (12.57)

8000만원 이상 X4 5 1935 (15.73)

최종학력 (X5)

초등학교 졸업 이하 X5 1 3812 (30.98)

중학교 졸업 X5 2 1438 (11.69)

고등학교 졸업 X5 3 4003 (32.53)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 졸업 X5 4 2825 (22.96)

대학원 이상 X5 5 227 (1.84)

Table 4.2. Catalog of mental-healty, liv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variables

우울의 관한 인식 (X6)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X7) 생활실태·만족도 (X8)

1. 식욕이 없음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1. 건강 만족도

2. 비교적 잘 지냈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2. 가족의 수입 만족도

3. 상당히 우울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 주거 환경 만족도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4.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 만족도
5. 잠을 설침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5. 직업 만족도

6. 외로움 6.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6.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7. 불만없이 생활 7. 대체로 만족 7. 여가생활 만족도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8.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8. 전반적 만족도

9. 마음이 슬펐다 9.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0.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된다. 정신건강 관련 변수와 생활실태·만족도 변수는 범주 값이 클수록 부정에서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긍정에서 부정적인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변수와 생활실
태·만족도변수에대한자세한설명은 Table 4.2에있다.

우울의 관한 의식(11개 문항)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10개 문항), 그리고 생활실태·만족도(8개 문

항)는구분된문항들사이의비슷한특징이있다. 그경우에는항목을대표하는종합척도를사용하는것
이 좋다. 종합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우울의 관한 의식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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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rrelation between mental-healty, liv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variables

Variable X6 X7 X8

X6 1 0.53881(< 0.0001) 0.49706(< 0.0001)

X7 0.53881(< 0.0001) 1 0.56381(< 0.0001)

X8 0.49706(< 0.0001) 0.56381(< 0.0001) 1

Table 4.4. Variable inflation factors (VIF)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VIF

X1 1.07218

X2 1.73425

X3 1.04624

X4 1.68964

X5 2.11085

X6 1.56241

X7 1.80584

X8 1.68556

의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0.885867,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0.802986, 생활실태·만족도에 대한 문항

의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0.834547로, 전부 1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우울의 관한 인식, 자

아존중감에대한인식, 생활실태·만족도구분으로나누어져있는변수들은종합척도로사용될수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척도는 개별 항목의 척도를 모두 더한 후 문항의 수로 나누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분된항목의개별척도를사용하지않고종합척도를사용한다.

종합척도를상관분석한결과는 Table 4.3에서보여주고있다. 상관분석에대한가설은다음과같다.

H0 :두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vs. H1 :두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한다.

각변수간의상관계수값이의미가있는지확인하는검정에서모든변수에서유의한것으로보아 Table

4.3의 종합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함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만족도 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약 0.5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우울

한 인식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생활만족도가 낮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생

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변수들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생길수있어확인이필요하다.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분산 팽창 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있으며, 분산 팽창 인수가 1에 가까우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4.4에서는 8개 변수 대부분의 분산 팽창 인수가 1에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의문제가보이지않는다고보았다.

Table 4.5는반응변수와명목형독립변수(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소득, 최종학력)의카이제곱검정결

과를나타내고있다. 카이제곱검정에대한가설은다음과같다.

H0 :두변수가서로상관성이없고독립이다. vs. H1 :두변수가서로상관성이있고독립이아니다.

Table 4.5의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로 보아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거주 지역, 소득, 최종학력은 유의확

률이 0.0001보다작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여부와독립이아닌연관된변수임을알수있었다.

Table 4.6은 반응변수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연속형 독립변수 (우울의 관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만족도)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t 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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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hi-square tests between y and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f χ2 statistic p-value

X1 1 2.0748 0.1498

X2 5 470.5694 < 0.0001

X3 6 55.8580 < 0.0001

X4 4 573.9967 < 0.0001

X5 4 767.0751 < 0.0001

df = degree of freedom.

Table 4.6. t test between y and continuous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t test method
Homogeneity of

t statistic
variance test

우울의관한인식 (X6) Satterthwaite 1.86 (< 0.0001) 11.94 (< 0.0001)

자아존중감에대한인식 (X7) Satterthwaite 1.43 (< 0.0001) 22.97 (< 0.0001)

생활실태·만족도 (X8) Satterthwaite 1.41 (< 0.0001) 19.69 (< 0.0001)

성검정에앞서등분산검정을하였다. 등분산검정에대한가설은다음과같다.

H0 :두집단의분산이같다. vs. H1 :두집단의분산이다르다.

세 변수 모두 등분산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반응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분산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 사용하는 Satterthwaite 방법으로 t 검정을 하였다.

t 검정의가설은다음과같다.

H0 :두집단의평균차이가없다. vs. H1 :두집단의평균차이가있다.

X6, X7, X8 변수모두 t 검정의귀무가설을기각한다. 각변수는반응변수와평균차이가있다고할수
있다. 우울의 관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만족도는 봉사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

수라고할수있다.

기초분석의 목적은 자료의 일반적인 특징분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최종모형인 로지스틱 임의효과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들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자원
봉사활동여부의확률에대한모형을적용한다.

4.2.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을 적합하기 이전에, 먼저 임의효과가 없는 로지스틱 모형에 적합하였다. 로지

스틱 모형의 설명변수는 성별(X1), 연령대(X2), 거주 지역(X3), 소득(X4), 최종학력(X5)과 우울의 관
한 인식(X6),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X7), 생활실태·만족도(X8)로 총 8개의 변수이며, 자원봉사활동

여부(y)는종속변수로사용되었다.

Table 4.7의 결과는 SAS의 PROC LOGISTIC과 R의 glm 함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의 모수 추

정치와 통계량, 유의수준을 나타낸 결과이다. 두 모형의 추정 결과는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PROC

LOGISTIC의 경우에는 로그 우도함수의 일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값을 구하지만, glm 함수의

경우편차의상대적변화에기반하여추정값을구한다. 즉, 변수의계수를추정하는반복알고리즘은각

프로그램마다다른수렴기준을가지기때문에프로그램간의결과가차이를보이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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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Parameter estimates in logistic regression model

Variable
SAS (PROC GLIMMIX) R (lme4)

Estimation SD χ2 statistic p-value Estimation SD z statistic p-value

intercept −18.2273 218.9000 0.0069 0.9336 −18.6182 161.4427 −0.115 0.9082

X1 2 0.2442 0.0706 11.9612 0.0005 0.2443 0.0706 3.458 0.0005

X2 2 9.8513 218.9000 0.0020 0.9641 10.2421 161.4423 0.063 0.9494

X2 3 10.7765 218.9000 0.0024 0.9607 11.1673 161.4423 0.069 0.9449

X2 4 11.3500 218.9000 0.0027 0.9587 11.7409 161.4423 0.073 0.9420

X2 5 11.4556 218.9000 0.0027 0.9583 11.8464 161.4422 0.073 0.9415

X2 6 11.0957 218.9000 0.0026 0.9596 11.4866 161.4422 0.071 0.9433

X3 2 −0.2869 0.1065 7.2584 0.0071 −0.2869 0.1065 −2.694 0.0071

X3 3 −0.0648 0.1120 0.3352 0.5626 −0.0648 0.1120 −0.579 0.5626

X3 4 −0.0924 0.1307 0.4996 0.4797 −0.0924 0.1307 −0.707 0.4797

X3 5 −0.5032 0.1495 11.3356 0.0008 −0.5032 0.1495 −3.367 0.0008

X3 6 −0.1164 0.1482 0.6163 0.4324 −0.1164 0.1482 −0.785 0.4324

X3 7 −0.5779 0.1229 22.1067 < 0.0001 −0.5779 0.1229 −4.702 < 0.0001

X4 2 0.3336 0.1526 4.7761 0.0289 0.3336 0.1526 2.185 0.0289

X4 3 0.4624 0.1558 8.8133 0.0030 0.4624 0.1558 2.969 0.0030

X4 4 0.5950 0.1636 13.2313 0.0003 0.5950 0.1636 3.637 0.0003

X4 5 0.9140 0.1585 33.2637 < 0.0001 0.9140 0.1585 5.767 < 0.0001

X5 2 1.0226 0.1895 29.1100 < 0.0001 1.0226 0.1895 5.395 < 0.0001

X5 3 1.4213 0.1727 67.7346 < 0.0001 1.4213 0.1727 8.230 < 0.0001

X5 4 2.0740 0.1792 133.9845 < 0.0001 2.0740 0.1792 11.575 < 0.0001

X5 5 2.6726 0.2247 141.4573 < 0.0001 2.6726 0.2247 11.894 < 0.0001

X6 −0.5380 0.1175 20.9693 < 0.0001 −0.5380 0.1175 −4.579 < 0.0001

X7 0.9984 0.1154 74.8267 < 0.0001 0.9984 0.1154 8.650 < 0.0001

X8 0.4906 0.0883 30.8642 < 0.0001 0.4906 0.0883 5.556 < 0.0001

SD = standard deviation.

카이제곱 검정의 귀무가설은 ‘변수가 모형에 효과가 없다’, 대립가설은 ‘변수가 모형에 효과가 있다’이

다. 유의수준이 0.05일 때 p-값이 0.05보다 큰 변수는 모든 연령대와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강

원/충북 거주 지역이다. 즉 연령대와 거주 지역 변수는 모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임의효과가 추가된 모형은 유의하지 않는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계수에 전체적으로 영

향을 주며, 특히 절편 추정량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절편과 유의하지 않는 변수인 연령대 변수의 표준

편차의 값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모형에서 연령대 변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가능

도 함수, 잔차 유사가능도 함수로 근을 근사하기 위해 뉴튼-라프슨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가 수렴하지

않으므로 추정값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연령대의 변수를 제거하
였다. 하지만거주지역변수는일부범주에서모형에영향을주어해석에필요하기때문에모형에포함

하였다.

회귀 모형의 추정 계수가 성별이 여자이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므로
자원봉사활동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을알수있다. 또한자아존중감에대한인식이높고생활

실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더 많았다. 반대로 우울함에 대한 인식이 높

은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

원봉사활동을비교적적게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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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체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개체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은 4.1에서 시와 도별로

구분된 거주 지역 변수(X3)로 분류되었다. SAS와 R이 동시에 제공하는 우도 근사 방법인 라플라스 근
사법과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SAS에서 추가로 분석할 수 있는 유사가능

도우도와잔차유사가능도우도를비교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함수의 최대화 방법의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한다. SAS의 PROC GLIMMIX는 뉴튼-

라프슨 방법, 준 뉴튼 방법, 능선을 이용한 뉴튼-라프슨 방법, 그리고 쌍대 준 뉴튼 방법 등에 대한 방법
들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R의 lme4는 가우스-뉴튼 방법으로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두프로그램모두시작점은고정효과모형을적합하여얻은추정값을사용하는데특히 lme4는사용자들

이직접시작점을지정하는것이가능한장점이있다.

먼저 라플라스 근사법을 이용하여 개체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우도 근사한 결과는
Table 4.8의결과이다. GLIMMIX에서는뉴튼-라프슨방법을대안하는쌍대준뉴튼방법으로, lme4에

서는 뉴튼-라프슨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값을 구하였다. 준 뉴튼 방법과 뉴튼-라프슨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SAS Institute Inc (2008)에 있다. 보통 모형을 적합한 경우 프로그램과 패키지가 달라도 고
정효과의 계수와 임의효과의 분산에 대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R의 lme4에서는 임의

효과 분산(표준편차)이 각 2356.31(406.58), 955.7(30.91)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값을 얻

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분산의 표집분포에서 시작이 매우 왜곡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표준오차를 만
들기 때문이다.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에 의해서 제시된 Bates와 Maechler (2009)에 있

다. 그렇기 때문에 lme4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에서 유의확률의 값이 크게 측정되었고
GLIMMIX와 lme4에서 얻은 추정된 계수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정효과에 대한 검정의 유의수

준이 결측값으로 출력되었다. 개체별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관측치 갯수만큼의 임의효과를 추정하여, 변

수별유의수준을출력을한다. 약 15,000개의임의효과를추정하고있으며, 이때자유도가크게증가하

게되면서고정효과검정에대한유의수준이파생되지않는다.

Table 4.8의 결과 GLIMMIX와 lme4에서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추정된 계수가 각 (0, 1.0903, 1.3821,

2.0178, 2.8951), (0, 3.5242, 3.7165, 3.0798, 9.7835)으로 점차 높아진다. 그리고 성별 변수의 경우 추
정된 계수는 (0, 0.1829), (0, 0.2557)이다. 여성이며 최종 학력이 향상할수록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GLIMMIX에서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계수가 −0.5555, lme4에

서는 강원/충북 지역의 계수가 −11.2201로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전북/제주와 강원/충북 지

역이 비교적 봉사활동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X6, X7,X8)은 추정된 계수가 GLIMMIX에서

(−0.4484, 0.9726, 0.4576), lme4에서 (−1.8371, 0.135, 0.5183)으로 우울함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생활실태의만족도가클수록자원봉사활동을더많이하였다.

다음으로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이용하여 개체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우도 근
사 한 결과를 서술한다. 라플라스 근사법과 같이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SAS에서는 뉴튼-라프슨 방법

을 대안하는 쌍대 준 뉴튼 방법, R에서는 뉴튼-라프슨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에서 사용될 구적 점
의 개수는 10개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사용한 뒤 두 프로그램
에대한추정계수의차이가라플라스근사법보다줄었다. 그리고임의효과의분산(표준편차)은 GLIM-

MIX와 lme4에서 각 6.0882(2.6123), 0.3763(0.6135)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았던 라플라스 근사법보
다의미가있는분산을얻을수있다. 또한 R의 lme4에서 t 검정에대한유의확률이대부분낮아졌다.

성별의 추정된 계수는 GLIMMIX와 lme4에서 (0, 0.3084), (0, 0.1925)이며, 최종학력은 (0, 1.4256,

1.8184, 2.7986, 4.166), (0, 1.0248, 1.3105, 1.9377, 2.7670)이다. 성별이여자인응답자와대학원이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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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Parameter estimation applied to Laplace approximation and Gauss-Hermite quadrature by subjects in

logistic random effect model

Variable

SAS (PROC GLIMMIX) R (lme4)

Laplace Gauss-Hermite Laplace Gauss-Hermite

approximation quadrature approximation quadrature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SD) (p-value) (SD) (p-value) (SD) (p-value) (SD) (p-value)

Intercept
−17.7473 −7.49 −11.1186 −6.82 −12.5639 −1.079 −7.1474 −6.761

(2.3708) (< 0.0001) (1.6297) (< 0.0001) (11.6492) (0.2808) (1.05708) (< 0.0001)

X1 2
0.1829 0.51 0.3084 2.59 0.2557 0.137 0.1925 2.402

(0.3598) (·) (0.1190) (·) (1.8621) (0.8908) (0.08016) (0.0163)

X3 2
−0.2368 −0.44 −0.4044 −2.24 −2.0285 −0.777 −0.2717 −2.272

(0.5414) (·) (0.1806) (·) (2.6117) (0.4373) (0.11959) (0.0231)

X3 3
−0.04169 −0.07 −0.1352 −0.74 −6.1012 −2.107 −0.0853 −0.721

(0.5675) (·) (0.1833) (·) (2.8954) (0.0351) (0.11832) (0.4708)

X3 4
−0.0429 −0.06 −0.1324 −0.63 −6.1304 −1.746 −0.0814 −0.594

(0.6711) (·) (0.2098) (·) (3.5107) (0.0808) (0.13719) (0.5528)

X3 5
−0.4996 −0.65 −0.7613 −2.96 −8.1378 −2.026 −0.5109 −2.980

(0.7697) (·) (0.2574) (·) (4.0162) (0.0427) (0.17143) (0.0029)

X3 6
−0.04503 −0.06 −0.1576 −0.66 −11.2201 −2.852 −0.1087 −0.696

(0.7543) (·) (0.2390) (·) (3.9343) (0.0044) (0.15612) (0.4862)

X3 7
−0.5555 −0.88 −0.8795 −3.83 −9.8223 −2.971 −0.5831 −3.744

(0.6344) (·) (0.2294) (·) (3.3057) (0.0030) (0.15575) (0.0002)

X4 2
0.3235 0.39 0.4357 1.96 3.5730 0.802 0.3086 1.998

(0.8320) (·) (0.2222) (·) (4.4562) (0.4227) (0.15444) (0.0457)

X4 3
0.4699 0.57 0.6838 2.90 3.6815 0.832 0.4761 2.994

(0.8316) (·) (0.2358) (·) (4.4236) (0.4053) (0.15901) (0.0028)

X4 4
0.6453 0.75 0.9338 3.56 −0.3951 −0.085 0.6473 3.761

(0.8589) (·) (0.2621) (·) (4.6429) (0.9322) (0.17210) (0.0002)

X4 5
1.0015 1.21 1.5122 4.97 5.7941 1.328 0.9945 4.965

(0.8263) (·) (0.3043) (·) (4.3632) (0.1842) (0.20028) (< 0.0001)

X5 2
1.0903 1.04 1.4256 4.69 3.5242 0.628 1.0248 5.251

(1.0503) (·) (0.3042) (·) (5.6073) (0.5297) (0.19517) (< 0.0001)

X5 3
1.3821 1.50 1.8184 5.99 3.7165 0.755 1.3105 7.337

(0.9227) (·) (0.3034) (·) (4.9233) (0.4503) (0.17862) (< 0.0001)

X5 4
2.0178 2.18 2.7986 6.75 3.0798 0.620 1.9377 8.216

(0.9256) (·) (0.4149) (·) (4.9685) (0.5353) (0.23584) (< 0.0001)

X5 5
2.8951 2.55 4.1660 6.48 9.7835 1.736 2.7670 6.599

(1.1334) (·) (0.6426) (·) (5.6366) (0.0826) (0.4193) (< 0.0001)

X6
−0.4484 −0.76 −0.7056 −3.45 −1.8371 −0.601 −0.4609 −3.248

(0.5938) (·) (0.2043) (·) (3.0568) (0.5478) (0.14109) (0.0012)

X7
0.9726 1.66 1.4466 5.53 0.1350 0.045 0.9442 5.470

(0.5848) (·) (0.2616) (·) (2.9797) (0.9639) (0.17261) (< 0.0001)

X8
0.4576 1.03 0.7115 4.19 0.5183 0.216 0.4462 3.961

(0.4442) (·) (0.1699) (·) (2.4035) (0.8293) (0.11265) (< 0.0001)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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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Parameter estimation applied to pseudo-likelihood and residuals pseudo-likelihood by subjects in

logistic random effect model

Variable
SAS (PROC GLIMMIX) R (lme4)

Estimation SD t statistics p-value Estimation SD t statistics p-value

Intercept −7.0033 0.4434 −15.80 < 0.0001 −7.0032 0.4437 −15.78 < 0.0001

X1 2 0.1854 0.06919 2.68 · 0.1855 0.06928 2.68 ·
X3 2 −0.2423 0.1050 −2.31 · −0.2423 0.1052 −2.30 ·
X3 3 −0.0646 0.1107 −0.58 · −0.0647 0.1108 −0.58 ·
X3 4 −0.0579 0.1291 −0.45 · −0.0580 0.1293 −0.45 ·
X3 5 −0.4740 0.1475 −3.21 · −0.4739 0.1477 −3.21 ·
X3 6 −0.0802 0.1462 −0.55 · −0.0803 0.1464 −0.55 ·
X3 7 −0.5391 0.1214 −4.44 · −0.5392 0.1215 −4.44 ·
X4 2 0.3113 0.1514 2.06 · 0.3112 0.1515 2.05 ·
X4 3 0.4708 0.1521 3.09 · 0.4708 0.1522 3.09 ·
X4 4 0.6287 0.1583 3.97 · 0.6288 0.1584 3.97 ·
X4 5 0.9578 0.1525 6.28 · 0.9579 0.1526 6.28 ·
X5 2 1.0681 0.1883 5.67 · 1.0681 0.1884 5.67 ·
X5 3 1.3408 0.1649 8.13 · 1.3408 0.1650 8.13 ·
X5 4 1.9345 0.1664 11.62 · 1.9345 0.1665 11.62 ·
X5 5 2.6978 0.2178 12.39 · 2.6978 0.2180 12.37 ·
X6 −0.4345 0.1150 −3.78 · −0.4347 0.1151 −3.78 ·
X7 0.9181 0.1124 8.17 · 0.9181 0.1125 8.16 ·
X8 0.4337 0.08645 5.02 · 0.4338 0.08656 5.01 ·

* SD = standard deviation.

답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또한 (0, 0.4357, 0.6838, 0.9338, 1.5122),

(0, 0.3086, 0.4761, 0.6473, 0.9945)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반면 광주/전

남/전북/제주 지역의 계수가 각 −0.8795, −0.5831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
는 지역이다. (X6, X7, X8)은 추정된 계수가 GLIMMIX에서 (−0.7056, 1.4466, 0.7115), lme4에서

(−0.4609, 0.9442, 0.4462)으로 우울함이 적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실태의 만족도가 큰 경우 자

원봉사활동에긍정적이다.

Table 4.8에서 lme4 패키지를 이용한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SAS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크다. 그이유로 SAS의방법이안정적이며, 더좋은방법이라고여겨진다.

SAS에서는유도가능도우도와잔차유도가능도우도의기능을추가로제공하고있다. 유도가능도우

도의 최적화는 데이터의 초기 설정으로 시작되는 반면, 잔차 유도 가능도 우도는 공분산 모수만이 최적

화하는데포함된다는차이점이있다. 잔차유도가능도우도는분산에대한해가양수인것이제약조건

이며,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제약 조건의 경계가 낮은 특징이 있다. 최적화 방법은 유사 가능도 우도의 두

방법 모두 능선을 이용한 뉴튼-라프슨 방법을 적용하였다. 능선을 이용한 뉴튼-라프슨 방법은 때에 따

라 능선을 사용하여 약간 편차를 증가시키면서 더 큰 분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형의 최소제곱오차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음을 활용한 방법이다. 능선을 이용한 뉴튼-라프슨 방법은 뉴튼-라프슨 방법에 비해

X′X이 0에수렴하여역행렬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훨씬유연하다.

유도 가능도 우도와 잔차 유도 가능도 우도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9에 나타냈다.

두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고정효과의 계수가 대부분 같다. 임의효과의 분산(표준편차)도 유도 가

능도 우도가 0.01708(0.1360), 잔차 유도 가능도 우도가 0.03687(0.1356)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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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추정된 고정효과의 계수가 커지

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수 (X6,X7, X8)의 추정치는 유

사가능도 함수를 이용한 방법에서 (−0.4345, 0.9181, 0.4337), 잔차 유사가능도 함수를 이용한 경우는
(−0.4347, 0.9181, 0.4338)으로 우울함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생활실태의 만족도가 클수록 자

원봉사활동을더많이함을나타냈다.

4.4. 지역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다음은 지역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은 4.1에서 시·도

별로 구분된 거주 지역 변수(X3)로 분류되었다. 개체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같이
우도 근사 방법인 라플라스 근사법과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또한 GLIM-

MIX에서 추가로 분석할 수 있는 유사가능도 우도와 잔차 유사가능도 우도를 비교했다. 지역별 로지스

틱 임의효과 모형은 개체별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더 빨랐
다. 이유는 지역별 임의효과 행렬이 개체별 임의효과보다 더 작고 간단한 행렬을 가지고 있어서 실행이

빨라지기때문이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는 Table 4.10에 있으며, GLIMMIX와 lme4 결과가 대부분 비슷하였다. 개체별 임

의효과가 포함되었을 때와 다르게 두 모형이 비슷한 이유는 집단의 수가 적어지면서 추정된 임의효과의

분산이안정화되었기때문이다.

GLIMMIX에서 라플라스 근사법을 적용한 결과 각 지역의 임의효과 추정치(표준편차)가 (0.1713

(0.0974), −0.0312(0.0922), 0.1165(0.097), 0.1088(0.1077), −0.1783(0.1183), 0.0855(0.1147), −0.2601
(0.1065))을얻었다. 또한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을적용한결과는 (0.1714(0.0974), −0.0312(0.0923),
0.1165(0.097), 0.1089(0.1077), −0.1783(0.1183), 0.0855(0.1147), −0.2601(0.1065))로 추정되었다.

lme4에서는 지역별 임의효과에 대해서 지역 전체적인 분산이 추정된다. 임의효과 추정치는 라플라스

근사법이 0.03022(0.1738), 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이 0.03024(0.1739)이다. SAS와 R에서임의효과의

영향이비슷함을알수있다.

GLIMMIX와 lme4에서 변수의 추정된 계수는 성별이 (0, 0.1866), (0, 0.1867)이며, 최종학력은 (0,

1.0691, 1.3387, 1.9358, 2.6943), (0, 1.0715, 1.3412, 1.9383, 2.6978)이다. 성별이 여자이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소득의 계수가 (0, 0.3132, 0.4748, 0.6306,

0.9643), (0, 0.3115, 0.4725, 0.6285, 0.9622)으로 점차 높아진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X6,X7, X8)은 GLIMMIX에서 (−0.4319, 0.9208, 0.419), lme4에서

(−0.4317, 0.9207, 0.4191)으로 우울함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생활실태의 만족도가 클수록 자원봉사

활동을더많이하였다.

다음으로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이용하여 구적 점을 10개로 설정한 후 지역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우도 근사하였다. 라플라스 근사법과 같이 GLIMMIX에서는 쌍대 준 뉴튼 방법

으로, lme4에서는뉴튼-라프슨방법을사용하였다. 가우스-에르미트구적법또한두 패키지에서추정된
계수값은거의비슷하다.

성별의 추정 계수는 GLIMMIX와 lme4에서 (0, 0.1866), (0, 0.1867)이며 최종학력은 (0, 1.0695, 1.339,

1.936, 2.6951), (0, 1.0714, 1.3411, 1.9383, 2.6977)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며 대학원 이상인 응답자가

가장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의 추정계수는 (0, 0.3135, 0.4742,

0.6306, 0.9645), (0, 0.3116, 0.4726, 0.6286, 0.9624)이다. 이는 소득이 커질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비교
적 참여를 많이 함을 뜻한다. (X6,X7,X8)은 GLIMMIX에서 (−0.4317, 0.9207, 0.4190), lme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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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Parameter estimation applied to Laplace approximation and Gauss-Hermite quadrature by individual

in logistic random effect model

Variable

SAS (PROC GLIMMIX) R (lme4)

Laplace Gauss-Hermite Laplace Gauss-Hermite

approximation quadrature approximation quadrature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Estimation t statistic

(SD) (p-value) (SD) (p-value) (SD) (p-value) (SD) (p-value)

Intercept
−7.1773 −16.12 −7.1786 −16.12 −7.1791 −16.133 −7.1789 −16.125

(0.4452) (< 0.0001) (0.4452) (< 0.0001) (0.4450) (< 0.0001) (0.4452) (< 0.0001)

X1 2
0.1866 2.70 0.1866 2.70 0.1867 2.704 0.1867 2.703

(0.0691) (0.0069) (0.0691) (0.0069) (0.0690) (0.0068) (0.0691) (0.0069)

X4 2
0.3132 2.07 0.3135 2.07 0.3115 2.061 0.3116 2.060

(0.1513) (0.0385) (0.1513) (0.0383) (0.1512) (0.0394) (0.1513) (0.0394)

X4 3
0.4748 3.12 0.4742 3.12 0.4725 3.110 0.4726 3.109

(0.1520) (0.0018) (0.1520) (0.0018) (0.1519) (0.0019) (0.1520) (0.0019)

X4 4
0.6306 3.99 0.6306 3.99 0.6285 3.979 0.6286 3.977

(0.1581) (< 0.0001) (0.1581) (< 0.0001) (0.1579) (< 0.0001) (0.1580) (< 0.0001)

X4 5
0.9643 6.33 0.9645 6.33 0.9622 6.321 0.9624 6.318

(0.1524) (< 0.0001) (0.1524) (< 0.0001) (0.1522) (< 0.0001) (0.1523) (< 0.0001)

X5 2
1.0691 5.68 1.0695 5.68 1.0715 5.698 1.0714 5.693

(0.1881) (< 0.0001) (0.1882) (< 0.0001) (0.1881) (< 0.0001) (0.1882) (< 0.0001)

X5 3
1.3387 8.13 1.3390 8.13 1.3412 8.145 1.3411 8.138

(0.1647) (< 0.0001) (0.1647) (< 0.0001) (0.1647) (< 0.0001) (0.1648) (< 0.0001)

X5 4
1.9358 11.65 1.9360 11.65 1.9383 11.664 1.9383 11.656

(0.1662) (< 0.0001) (0.1662) (< 0.0001) (0.1662) (< 0.0001) (0.1663) (< 0.0001)

X5 5
2.6943 12.40 2.6951 12.41 2.6978 12.421 2.6977 12.414

(0.2173) (< 0.0001) (0.2173) (< 0.0001) (0.2172) (< 0.0001) (0.2173) (< 0.0001)

X6
−0.4319 −3.76 −0.4317 −3.76 −0.4317 −3.762 −0.4317 −3.760

(0.1148) (0.0002) (0.1148) (0.0002) (0.1148) (0.0002) (0.1148) (0.0002)

X7
0.9208 8.22 0.9207 8.21 0.9207 8.219 0.9207 8.214

(0.1121) (< 0.0001) (0.1121) (< 0.0001) (0.1120) (< 0.0001) (0.1121) (< 0.0001)

X8
0.4190 4.87 0.4190 4.87 0.4191 4.872 0.4191 4.868

(0.0861) (< 0.0001) (0.0861) (< 0.0001) (0.0860) (< 0.0001) (0.0861) (< 0.0001)

SD = standard deviation.

(−0.4317, 0.9207, 0.4191)으로 추정된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생활실태에 만족할수록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하며, 우울함이높을수록자원봉사활동을비교적선호하지않는다고해석할수있다.

지역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유도 가능도 우도와 잔차 유도 가능도 우도의 결과는
Table 4.11과 같으며, 고정효과의 추정된 계수가 대부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효과의 분산

은 유사가능도 우도 방법이 (0.1693,−0.0332, 0.1145, 0.1069,−0.1796, 0.0839,−0.2618), 잔차 유도 가
능도우도방법이 (0.1753,−0.0336, 0.1189, 0.113,−0.191, 0.0896,−0.2722)로나타났다.

성별 변수의 계수는 유도 가능도 우도, 잔차 유도 가능도 우도 방법각 (0, 0.1866), (0, 0.1864)로추정되

었다. 그리고소득의추정계수는 (0, 0.3115, 0.4724, 0.6283, 0.9617), (0, 0.3114, 0.472, 0.6282, 0.961)이

다. 성별이 여자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

종학력 변수의 계수도 (0, 1.0712, 1.3408, 1.9374, 2.696), (0, 1.0706, 1.3407, 1.9369, 2.696)이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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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Parameter estimation applied to pseudo-likelihood and Residuals pseudo-likelihood by individual in

logistic random effect model

Variable
SAS (PROC GLIMMIX) R (lme4)

Estimation SD t statistic p-value Estimation SD t statistic p-value

Intercept −7.1738 0.4446 −16.14 < 0.0001 −7.1793 0.4458 −16.10 < 0.0001

X1 2 0.1866 0.06905 2.70 0.0069 0.1864 0.06906 2.70 0.0070

X4 2 0.3115 0.1513 2.06 0.0395 0.3114 0.1513 2.06 0.0395

X4 3 0.4724 0.1520 3.11 0.0019 0.4720 0.1520 3.11 0.0019

X4 4 0.6283 0.1580 3.98 < 0.0001 0.6282 0.1580 3.98 < 0.0001

X4 5 0.9617 0.1523 6.32 < 0.0001 0.9610 0.1523 6.31 < 0.0001

X5 2 1.0712 0.1882 5.69 < 0.0001 1.0706 0.1882 5.69 < 0.0001

X5 3 1.3408 0.1648 8.14 < 0.0001 1.3407 0.1648 8.14 < 0.0001

X5 4 1.9374 0.1663 11.65 < 0.0001 1.9369 0.1663 11.65 < 0.0001

X5 5 2.6960 0.2172 12.41 < 0.0001 2.6960 0.2173 12.41 < 0.0001

X6 −0.4314 0.1148 −3.76 0.0002 −0.4317 0.1148 −3.76 0.0002

X7 0.9201 0.112 8.21 < 0.0001 0.9198 0.1121 8.21 < 0.0001

X8 0.4188 0.0857 4.89 < 0.0001 0.4210 0.08579 4.91 < 0.0001

Random effects Estimation SD t statistic p-value Estimation SD t statistic p-value

X3 1 0.1693 0.0947 1.79 0.0738 0.1753 0.1006 1.74 0.0813

X3 2 −0.0332 0.0921 −0.36 0.7187 −0.0336 0.0980 −0.34 0.7320

X3 3 0.1145 0.0955 1.20 0.2306 0.1189 0.1013 1.17 0.2408

X3 4 0.1069 0.1052 1.02 0.3095 0.1130 0.1113 1.02 0.3101

X3 5 −0.1796 0.1113 −1.61 0.1067 −0.1910 0.1180 −1.62 0.1056

X3 6 0.0839 0.1126 0.74 0.4567 0.0896 0.1191 0.75 0.4520

X3 7 −0.2618 0.0996 −2.63 0.0086 −0.2722 0.1057 −2.58 0.0100

SD = standard deviation.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수 (X6,X7, X8)는 유사

가능도 함수를 이용한 방법에서 (−0.4314, 0.9201, 0.4188), 잔차 유사가능도 함수를 이용한 경우는

(−0.4317, 0.9198, 0.421)으로 추정되었다. 개체별 임의효과의 결과와 같이 우울함이 적을수록, 자아존

중감이높고생활실태의만족도가클수록자원봉사활동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결론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에서는 알지 못하거나 숨겨져 있는 분산의 구조를 임의효과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개체별 분산을 고려하는 방법 외에도 개체 안에서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용이하
여관측값을반복측정하는경우에도임의효과모형을고려한다. 그이유로사회학, 보건학등여러분야

에서활발하게쓰인다. 본논문의분석에주로쓰인로지스틱임의효과모형은이분형의결과를가진일

반화 선형 혼합 모형에서도 특별한 경우이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의 선택

과 임의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해야 하며, 임의효과를 포함한 적절한 모형과 모수의 사용은 분석의 정확

성을높일수있다.

모수의 추정치와 분산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최대우도 추정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형이 선형이 아

닌 경우 우도 방정식이 복잡하여 계산하기 힘들다. 이 경우는 실제 우도와 근사한 우도 함수가 필요하
다. 근사 우도 함수는 뉴튼-라프슨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근사 우도를 얻는
방법으로 라플라스 근사법,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유사 가능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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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있으나제공되는근사우도방법이통계패키지마다차이가있다.

자원봉사활동의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으로 다양한 최대우도 추정 방법

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AS의 PROC GLIMMIX와 R의 lme4를 사용하였

다. GLIMMIX와 lme4는 라플라스 근사법,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추가로

GLIMMIX는유사가능도함수, 잔차유사가능도함수가제공된다. 자원봉사활동여부를반응변수로지

정하였고, 8개의변수에대해서고정효과의모수추정치, 임의효과의분산추정치를알아보았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개체별 임의효과가 적용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인 경우 R에서 lme4의 임의효과 분산

추정 결과가 분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값을 보였다. 개체별 임의효과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라플라스 근사법보다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에서 얻은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더 작아서 안정적이
다. 그 이유로 개체별 임의효과를 적용하는 경우 가우스-에르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프로
그램 실행 속도는 지역별 임의효과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인 경우 개체별 로지스틱 임의효과 모형
보다 월등하게 빨랐다. 모수를 추정한 결과 지역별 임의효과 로지스틱 모형은 SAS와 R의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키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최대우도를 추정하

기 위한 근사 방법들도 모수 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모형의 고정효

과를추정한결과여자이며소득이높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생활실태에대한만족

도가 큰 응답자가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였다. 반면 우울함이 큰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을 비

교적적게참여하는경향을보였다.

지역별 임의효과는 추정치가 크지 않지만 어떠한 최대우도 추정법을 적용해도 추정량의 분산을 안정화

시키는것을볼수있었다. 지역별효과를주효과로가정하고로지스틱선형모형을적용했을때에도유

의한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역별 임의효과 모형에서 추정량의 분산 안정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별 자원봉사 여부의 차이에 큰 관심이 없다면, 개체별 다른 분산을 가정하는

개체별 임의 효과 모형과는 달리 지역별로 같은 임의 효과를 공유하여 지역별 다른 분산을 가정하는 지

역별 임의 효과 모형이 안정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효과도 자원봉사 여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개체별 임의효과 모형보다는 단순 로지스틱 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것
이더좋다고할수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얻는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의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복

잡한 데이터에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효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변량효과를포함하고있는혼합모형의활발한연구가요구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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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측되지 않는 효과 또는 고정효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산 구조가 포함되어 정확한 모수 추정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
인 분석을 위해 일반화 선형 모형은 임의효과가 포함된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화 선형 모형 중에서도 이분적인 반응변수를 다루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임의효과를 포함한 최대 우도 추정 방법을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라플라스 근사법,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적응 가우스-에르미트 구적법 그리고 유사가능도
우도에 대한 최대우도 추정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에서 정신건
강과생활만족도가자원봉사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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