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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료수집 과정에서 결측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결측이 발생

한 자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분석

(complete case analysis)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료의 일부분만을 사

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과 분포가 모집단과 상이해져 대표성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본수 감소에 따른 정보의 손실로 정밀도

기계학습방법을 이용한 순서형 결측자료 대체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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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When missing values occur, complete case analysis can cause biased results. In this paper, we discuss imputation method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hen missing values occurred in ordinal variables. Methods: We consider two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he ordinal decision 

tree and the random forest, for the imputation of missing values. We use the ordinal decision tree treating variables as ordinal, and the random forest as 

nominal. In addition, we apply the cumulative logistic model.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complete case analysis using empirical bias, empirical mean 

squared error and accuracy. The same methods are applie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sults: In the case of 

five ordinal categorie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yiel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umulative logistic and complete case. The ordinal decision shows 

lower bias while random forest shows higher accuracy. In the case of 3 categories, random forest produces better performance in all respects. In the case 

study, biased results are also identified if we use complete case analysis. Random forest shows the best performance, and the parametric method shows 

similar performance to the ordinal decision tree. Conclusions: Missing imput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can reduce bias and improve per-

formance. If possible,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ordinal decision tree to impute missing values that reflects the meaning of order. If it is not possible, 

it is recommended to treat them at least as nominal variables and then i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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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가 낮아져 통계적인 검정력(power)이 낮아질 수 있다[1]. 결측

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imputation)

는 결측값들을 그럴듯한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다. Jonathan et al. [2]은 

완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분석이 아닌 결측 대체에 대한 필요성

을 제시하였고, 최근 발표되는 논문들에서는 결측이 발생한 변수를 그

대로 분석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한 후 분석에 사용한다[3,4].

조사자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항은 리커트 척도와 같은 순서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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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7기 자료를 보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혹은 개인의 주관적 체형인식 상태를 묻는다. 순서

형 자료에서 결측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순서형 로

지스틱 회귀분석이 있다. 이 방법은 회귀 대체법으로 완전히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

가 필요하고[5], 외삽으로 인해 데이터의 실제 범위에 벗어난 값으로 대

체가 될 수도 있다[1]. 이때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학

습방법으로, 학습을 통해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결측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모델의 해석력과 복잡성은 서로 상충하기 때

문에 만약 연구 목적이 추론을 하는 것이라면, 복잡한 기계학습법을 

사용해서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은 수 있다[6]. 반면 성

능이 좋은 예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계학습기법의 사용이 추

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자료에서 발생한 결측자료

에 대해 기계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대체 성능을 비교하였다. 순서형 자

료는 종종 명목형 자료로 취급되어 분석에 사용되기 때문에, 명목형

으로도 취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Kevin et al. [7]은 순서형 자료에서 무응답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값

으로 결측 대체(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LOCF)방법과 모형기

반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Jonsson et al. [8]은 리커트 척도에 대하여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고, Podolsky and 

Sho [9]은 소득자료를 구간별로 나눈 순서형 자료에 기계학습법을 적

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료에서 많이 확

인할 수 있는 3점 척도와 5점 척도의 상황을 가정하여 기계학습기법

과 모수적 방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결측값 대체 성능을 비교하였다. 

연구 방법

순서형 의사결정나무

순서형 의사결정나무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 알

고리즘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CART 알고리즘은 적절한 분리기준과 

정지기준의 반복을 통해 하나의 의사결정나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CART 알고리즘의 분리 기준은 예측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지니 불순도(gini impurity)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지니 불순도는 하나

의 집합에 얼마나 많은 클래스를 갖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하나의 집

합에 모든 같은 클래스가 속한다면 지니 불순도의 값은 0이 된다. 

CART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마디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준

은 지니 불순도의 감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것이다.

N개의 관측치에 p개의 공변량 과, 

를 만족하고 J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예측변수 Y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순서형 변수의 특징을 반영한 지니 불순도 식은 (1)이다. 이때, 

는 마디 t에 속한 k번째 카테고리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된다. 

(1)

이때, 는 클래스 에 속하는 관측치를 클래스 에 잘못 분

류했을 때 발생하는 오분류 비용함수로, 순서형 반응변수의 예측을 

위해 추가된 항이다[10]. 만약 이면, 제대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오분류 비용은 0이 된다.

오분류 비용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응변수 Y의 각 카테고리

에 해당하는 스코어 가 있다고 가정한다. 반응변

수 Y에 대한 카테고리를 증가하는 값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

하는 스코어도 증가하는 값으로 가정한다. 오분류 비용함수의 값은 

스코어의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오분류 비용함수를 선

형함수와 이차함수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식 (2), (3)과 같다. 

(2)

(3)

CART 알고리즘에서 지니 불순도의 감소를 위해 계속해서 마디를 

분리하면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

지치기(pruning)의 과정이 필요하다[11]. 가지치기의 종류에는 하나의 

큰 나무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의 값들을 미리 지정하여 제한된 크기

의 나무를 만드는 사전 가지치기와 나무가 만들어진 후에 적절한 크기

로 마디를 자르는 사후 가지치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후 가지치기

를 이용하여 과적합을 예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앙상블기법 

중 하나이다. 앙상블기법은 다수의 약한 알고리즘들을 여러 번 작동하

여 하나의 강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 번의 의사결정나무

를 독립적으로 학습하여 강한 하나의 숲을 만드는 방법이다[6]. 자세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12]. 

(Step 1) B =1, 2, …, B에 대하여,

(1) 훈련 자료에서 크기가 N인 부트스트랩 표본 을 생성한다.

(2)  부트스트랩 표본 에서 의사결정나무의 각 끝단노드(terminal 

node)가 최소 마디 크기인 에 도달할 때까지 아래의 세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하나의 랜덤 포레스트 를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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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개의 공변량 중에서 m개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단, m< p).

 (b)  선택된 m개의 공변량 중에서 가장 좋은 변수 또는 분할점을 

찾는다.

 (c)  노드를 두 개의 자식노드(daughter node)로 분할한다.

(Step 2) B개의 랜덤 포레스트를 결합하여 최종 예측식을 생성한다. 

이때, 의사결정나무가 범주형이면 가장 많이 예측된 값을 도출한다. 최

종 예측식은 식 (4)와 같다.

(4)

랜덤 포레스트는 p개의 공변량 중에서 가장 강력한 m개의 공변량

을 선택해서 나무를 만들기 때문에, 분산을 감소시키며[6], 과적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모의실험의 설계

순서형 자료에 대한 기계학습기법의 성능비교를 위한 자료생성은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범주가 3개인 경우와 5개인 경

우를 각각 생성하였다. 자료생성을 위한 모수값은 Table 1과 같다. 카

테고리가 5개인 경우, i =1,…,4에 대하여 자료생성을 위한 식은 (5)와 

같다. 

(5)

카테고리가 3개인 경우 j =1,2에 대하여 자료생성을 위한 식은 (6)과 

같다.

(6)

각 모형에서 절편값을 조정하여 범주별 비율을 조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으로 생성하였고, 1,000번 반복을 시행하였다. 결측치는 

임의결측 가정하에서 30%을 목표로 결측을 발생시켰다. 응답모형은 

식 (7)과 같으며, 모수값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7)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순서형 의사결정나무, 명목형으로 취

급하는 랜덤 포레스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모의실험의 결과는 결측이 발생하기 전 평균값을 모수로 하여 추정치

의 경험적 편향과 경험적 평균제곱오차를 비교하였다. 가 대체 전 원

자료의 평균이고, 가 결측값이 대체된 자료의 평균일 때, 경험적 편

향과 경험적 평균제곱오차의 식은 (8), (9)과 같다. 

(8)

(9)

또한, 전체 결측치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된 비율을 의미하는 정확도

를 제시하였다. 모의실험 및 사례연구를 위해서 R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사례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의 감독하에 우리나라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실태조사에 대

한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2014-2018년 자료의 ‘주관적 체형 인식 수준’ 변수에 대한 

결측 대체를 적용하였다. 무응답 대체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19세 이상 28,819명의 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0%의 결측을 

목표로 1,000번의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해당 변수를 대체하기 위한 

보조변수로는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허리둘레를 선정하였다. 결측 데

이터를 만들기 위한 모수값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Parameters for generating simulation data

5 Categories 3 Categories

β0,1 -4 -2
β0,2 -2 2
β0,3 1 -
β0,4 3 -
β1 0.02 0.02
β2 0.02 0.02
β3 0.02 0.02
β4 0.02 0.02
β5 10 -7.5
β6 -7 -4.5
β7 -7 8.5

Table 2. Parameters for generating response model

5 Categories 3 Categories

α0 -1.5 -1.5
α1 3 3
α2 3 3
α3 3 3
α4 3 3
Actual missing rate (%) 30.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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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랜덤 포레스트의 편향은 1.36이었고, 평균제곱오차가 0.09로 여전히 

제일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도의 경우 기계학습기법

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사례연구 결과

사례연구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사례연구 결과, 모의실험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응답 대체를 하지 않고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분석시 편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자료에

서도 무응답 대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랜덤 포레스트가 편향이 0.22로 제일 작았으며 정확도가 약 64%로 제

일 성능이 좋았다. 다음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편향이 4.73

이었고 순서형 의사결정나무가 4.87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실제 자료

에서는 대체 모형이 잘 만들어진다면 모수적 모형을 사용하여 대체를 

하여도 편향이 크지 않은 대체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명목형 변수 중 순서형 변수에 대해서 기계학습기법을 

사용해 대체 성능을 비교하였다. 변수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해 순서형 

의사결정나무, 내포된 순서를 무시하고 명목형으로 취급한 후 랜덤 포

레스트, 모수적 방법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완전

히 응답한 개체의 자료와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의실험과 사

례연구 결과, 완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을 때 원자

료와 비교해서 편향이 발생해 결측 대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자료

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모수적 모형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완

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크기의 편향을 보였다. 

하지만 결측대체를 위한 보조변수가 적절하게 설정되고 결측이 발생

한 자료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면 모수적 모형도 우수한 성능을 보

였다. 랜덤 포레스트는 모의실험과 사례연구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

여, 순서형 변수를 명목형 변수로 취급한 후 대체를 하여도 편향이 낮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변수의 카테고리가 많아지고 자료의 

연구 결과

모의실험 결과

Table 4는 카테고리가 5개인 경우 완전히 응답한 개체를 이용한 분

석, 순서형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한 대체자료의 평균, 평균제곱오차,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완전

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분석은 편향이 19.67으로 가장 큰 값을 보

였고, 이것은 완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해서 분석한다면 편향된 결

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도 

편향이 12.37로 모수적 모형을 이용하여 대체를 하는 경우 통계적 모

형설정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서형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한 

대체 결과 편향이 각각 0.61, 0.70로 제일 작았고,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편향이 1.94로 순서형 의사결정나무보다 약간 큰 값이었다. 반면 평균

제곱오차의 경우 랜덤 포레스트가 0.23으로 가장 안정적이었다. 정확

도의 경우 랜덤 포레스트가 약 72%로 제일 높았고, 순서형 의사결정 

나무가 각각 60% 내외였다.

범주가 3개인 경우도 완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한 경우만 이용

한 경우 편향이 8.84로 제일 컸으며 대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순서

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편향이 5.49로 완전히 응답한 개체만을 이용

한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순서형 의사결정나무의 

경우 오분류 함수를 이차함수로 지정한다면 편향이 1.31로 제일 작았

Table 4. Results of simulation

Methods
5 Categories 3 Categories

Bias MSE Accuracy (%) Bias MSE Accuracy (%)

DT (Lin) 0.61 0.97 61.2 1.63 0.31 70.9
DT (Quad) 0.70 1.14 60.6 1.31 0.31 70.4
RF 1.94 0.23 72.0 1.36 0.09 78.9
Cum 12.37 1.93 25.1 5.49 0.40 31.8
CC 19.67 4.06 8.84 0.82

DT, decision tree; Lin, linear; Quad, quadratic; RF, random forest; Cum, cu-
mulative logistic; CC, complete case; MSE, mean squared error.

Table 5. Results of case study

Methods Bias MSE Accuracy (%)

DT (Lin) 4.87 0.25 54.8
DT (Quad) 5.00 0.26 53.7
RF 0.22 0.00 64.9
Cum 4.73 0.22 63.0
CC 11.23 1.26

DT, decision tree; Lin, linear; Quad, quadratic; RF, random forest; Cum, cu-
mulative logistic; CC, complete case; MSE, mean squared error.

Table 3. Parameters for generating case study data

Parameters

Intercept -5.50
Sex 1.50
Age 0.70
Height 0.11
Weight 0.45
Waist circumference -0.89
Actual missing rate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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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복잡할수록 순서형 변수의 순서를 반영하여 대체를 하는 것

이 더 작은 편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와 변수의 카테

고리에 맞게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나무는 편

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의 가지를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5], 시간소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상황에 맞는 기계학습기

법와 모수적 방법의 선택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순서형 변수의 오분류 함수로 선형함수와 이차함수 형태

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순서형 변수의 경우 1점에서 결측이 발생했을 

때, 2점으로 대체하는 것 보다 5점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오분류 비용

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오분류 함수를 개발해 볼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임의결측가정하에서 모의실험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비임의결측가정인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결 론

현재 보건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자료에는 순서형 변수들이 많다. 예

를 들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 ‘주관적 체

형인식 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 등의 변수가 있고, 건강보험

공단 자료에는 ‘흡연량’, ‘음주량’ 등의 변수가 있다. 결측치 대체를 하

지 않고 자료를 분석한다면 결과에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

법을 통한 결측치 대체가 요구된다. 순서형 변수에 결측이 발생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계학습기법처럼 순서의 의미를 배제하고 명

목형으로 취급한 후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순서의 의미를 반영하여 대

체를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순서형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

들이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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