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모수 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의 표본   ⋯ 이 추출되고 이들로부터 얻은

표본통계량 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개의 표본단위   ⋯  각각은

모두 확률변수이며 이들의 함수인 표본통계량 도 확률변수로서 표본분포를 갖는

다 표본통계량. 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수 를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이라 하며

표본분포와 표본통계량을 이용하여 확률  로 하한치 과 상한치을 갖는

구간  을 구하여 구간  으로 모집단의 모수 를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 한다 여기서 하한치. 과 상한치은 모두 표본크기 과 표본  

⋯ 의 함수로 표현된다.

1 _점추정

먼저 추정량 과 추정치 를 설명하겠다 모집단의 모수인 평균(estimator) (estimate) . ,

즉 〓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통계량으로 표본평균  즉, 〓를 사용한다 예를.

관

모집단평균의추정제 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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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을 알기 위하여 100명의 대학생을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평균 〓만 원이었다 그러므로 모집단의 모수. 〓

는 30만 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때 표본통계량 을 구하는 공식 〓


 



는 추정량이 되고 계산된 구체적인 수치 〓만 원은 추정치가 된다.

정리 추정량과 추정치

추정량이란표본에포함된자료를이용하여추정치를계산할수있는법칙이나공식이며 추정치,

는 추정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구체적인 수치값이다.

점추정량 인 표본평균(point estimator) 는 확률변수로서 표본분포에 의하여 여러

값을 가질 수 있으나 일단 표본이 추출되면 표본통계량이 계산되고 계산된 점추정치

(point estimate) 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한 일정한 값이다.

점추정량의 조건1)

3개의 표본   를 추출하여 모집단의 평균 를 추정한다고 하자 우리는 점.

추정량으로 표본평균  중앙값,  최대값, 〓     최소값,

〓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표본.

평균 만을 점추정량으로 언급하여왔는가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

이 생각하여도 나 을 점추정량으로 사용한다면 모집단의 평균 보다 크거

나 작은 추정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나 과 관련되는 통계학을

순위통계학 이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점추정량으(order statistic) .

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먼저 다루어져

야 할 문제이다.

불편성

우리는 제 장7 “표본조사”에서   또는   을 편의 라고 정의하(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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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편의란  로 표본통계량의 기대치에서 이에 상응

하는 모수를 뺀 값을 말한다 먼저 언급될 수 있는 점추정량의 조건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를 불편성이라 한다 즉 표본통계량인 확률. ,

변수 의 기대치 이 모집단의 모수 에 가까울수록 은 더 바람직한 점추정량

이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추정량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점추정량 이 불편추정량

이어야 한다(unbiased estimator) . 불편추정량이란 점추정량 의 기대치 이 모집

단의 모수 와 같은 추정량이다.

〓 (9.1)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표본평균 와 표본분산  은 〓,  〓이므로

불편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불편추정량이다 여기에서.  〓에 대한 증명은 다

음으로 미루기로 하나 표본분산  〓    
 



 

에서 표본크기  대

신  이 적용된 것은 편의를 없애고 불편추정량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불편추정량이란 추정량 의 기대치가 모수 와 같다는 것만 확인해줄 뿐

얼마나 정확한 추정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

로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추정량이라는 조건 외에도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효율성

만약 2개의 불편추정량 중 하나의 추정량을 선택해야 한다면 분산이 더 적은 추정량

이 더 바람직한 추정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정량의. 효율성은 추정량 의 표본분

포의 분산 
에 의하여 결정되며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추

정량이다.

〓
〓이고 

 
 이면 이

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추정량

이다.

예를 들어 표본평균 와 중앙값 를 보자 만약 좌우대칭인 정규분포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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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에서 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고 하자 표본평균. 와 중앙값 의 기대치

〓이고 〓로서 모두 불편추정량이다 그러나 분산. 〓,

〓
으로 이며 표본평균 가 중앙값 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중앙값의 분산. 의 증명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일치성

표본크기 이 커질수록 불편추정량이 모수 에 더 가까워지면 추정량을 일치

추정량 이라 한다 이는 표본크기(consistent estimator) . 이 커지면 추정량 과 모수

의 차이가 아주 작은 값 보다 작을 확률이 이 된다는 것이다 즉. ,

lim
→∞

 ≤ 〓 (9.2)

또는

lim
→∞

 ≥ 〓 (9.3)

추정량 이 모수 에 얼마나 가까워져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는 추정량 의 표본분포의 표본분산 
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표본크기 이

커지면 추정량 의 표본분산 
이 에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lim
→∞

〓 lim
→∞

     〓 (9.4)

예를 들어 표본평균 의 분산은 으로 표본크기 이 커지면 표본평균 의

분산은 에 수렴한다 그러므로 모수. 의 추정량 표본평균 는 일치추정량이다.

예 9.1 베르누이 확률변수 의 성공확률 를 추정하기 위해서 개의 표본  ⋯

을추출하여표본평균 를추정량으로사용하였다면주어진추정량이불편추정량이며일치

추정량인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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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먼저 불편추정량인지 확인해보자.

〓 


〓〓

모수 〓〓로 〓〓이므로 표본평균 는 불편추정량이다 또한.

〓 이며

lim
→∞
 〓lim

→∞
  



〓lim→∞


〓 lim
→∞



〓lim
→∞


 
≅0

이 되므로 추정량 는 일치추정량이다.

예 9.2 다음과같은지수분포를갖는모집단으로부터 개의표본3  를추출하였다.

〓

 ,  ,  

모수 에 대하여 고려되는 다음 개의 추정량이 있다3 .

〓

  , 〓
 , 〓 

1) 어느 추정량이 불편추정량인지 확인해보자.

2) 불편추정량 중 가장 효율성이 큰 추정량은 어느 것인가?

풀이

1) 먼저 식 과 로부터 지수분포의 기대치(6.23) (6.24) 〓 분산, 〓임을

기억하자.

〓
  〓

〓〓

을 구하기 위해 먼저 두 표본인 확률변수 과 의 최대순위통계(maximum

order statistic)  의 확률밀도함수  를 구해보자 최대순위통계(

는 참고로 제시하니 필요가 없다면 그냥 넘기자 표본). 과 는 서로 독립적이

므로 확률밀도함수  의 누적확률  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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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그러므로 확률밀도함수  는 다음과 같다.

 〓

 〓


  〓


  〓


  

그러므로 은 다음과 같으며 식 에 제시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는 적(6.25)

분 과정은 생략한다.

〓


∞








  



 〓

 


∞

  

 


∞

 

〓 

〓


≠ 

그러므로 추정량 과
은 불편추정량이나 은 불편추정량이 아니다.

2) 불편추정량 과
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을 구해보자.

〓 
  〓


〓


〓


그러므로 불편추정량 과
의 분산을 비교하면 

이 되어 불편추정

량 이 불편추정량 보다 더 효율성이 큰 추정량이 된다.

최대우도추정량2)

이전 절에서 제시된 추정량의 조건에 의하여 어느 추정량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려

한다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추정량을 열거하고 어떤 추정량이 불편추정량인가를

파악한다 이제 불편추정량이. 2개 이상이면 그중에서 어떤 추정량이 가장 효율적인

가 비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떠한 추정량이 가장 적절한 추정량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어진 모수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불편추정량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대우도추정량(maximum likelihood

을 소개한다estimator) . 최대우도추정량은 표본들의 우도함수 를 주(likelihoo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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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모수의 함수로 보고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우도함

수란 표본들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 의 결합확률분포로서 관찰값이

  ⋯ 이라 할 때 표본의 우도함수   ⋯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이산적일 때( ) (9.5)

  ⋯  〓   ⋯   연속적일 때( ) (9.6)

그러므로 주어진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최대우도추정량은 모수에 대한 우도함수

의 도함수를 으로 놓고 모수에 대하여 풀어 구할 수 있다.

예 9.3 번의베르누이시행에서얻어진표본    ⋯ 으로부터베르누이시행의성

공확률 의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해보자.

풀이 베르누이 시행의 확률함수는   이므로 표본   ⋯ 의

우도함수   ⋯  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




이다.

  ⋯  〓 ⋯ 〓
 

〓  

주어진 우도함수   ⋯  을 최대화하는 가 최대우도추정량이다 주어진.

우도함수   ⋯  의 값은 〓과 〓에서 이 되며 가 과  사이에서

는 보다 큰 값을 가지며 연속이다 그러므로 우도함수의 도함수. 

  ⋯  〓으로 놓고 모수 에 대하여 해를 구하여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  〓으로 놓고 에 대하여 풀어 해를 구하기보다

는 자연로그함수(natural logarithm function)  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더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  는 에 대하여 증가함수이므로 우도함수   ⋯  

이 최대값을 갖는 에서 우도함수   ⋯  에 자연로그 을 취한 자연로

그함수    ⋯  도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서.  〓    ,  〓

 그리고,   〓  임을 상기하자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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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그러므로 성공확률을 의미하는 모수 의 추정량 은 다음과 같다.

〓

〓
 




〓

〓
 



는 번의 이항실험 중에서 성공횟수를 나타내는 이항확률변수이며 표

본평균 는 성공확률 의 최대우도추정량이 되며 표본평균 는 성공횟수 를 시

행횟수 으로 나눈 값으로 결국 성공비율의 의미를 가지므로 으로 표시되었으며

추정량 도 결국 확률변수가 된다.

예 9.4 지수분포 〓에서얻어진표본   ⋯ 을이용하여모수 

의 최대우도추정량 을 구해보자.

풀이 얻어진 표본   ⋯ 의 우도함수   ⋯  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도 〓




이다.

  ⋯  〓 ⋯ 〓




 





〓




그러므로    ⋯  을 최대화하는 를 구하면




  ⋯  〓




〓

 


 

 




〓

 



〓

   ⋯ 을 최대화하는 에서 우도함수   ⋯  도 최대화되

므로 최대우도추정량 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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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신뢰구간 추정

점추정량 은 확률변수로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추정치는 매번 다르고 오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점추정량. 에 오차한계를 빼고 더해서 추정

량의 하한치과 상한치을 구하고 얻어진 구간   으로 모수 를 추정하

는 추정이 신뢰구간추정 이다 여기에서(confidence interval estimation) . 을 신뢰하한

치(lower confidence limit),을 신뢰상한치 라 한다 신뢰구간(upper confidence limit) .

추정에서는 구해진 구간   가 높은 확률로 모수 를 포함하면서도 구간

  이 상대적으로 좁아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서도 추정량.

의 신뢰하한치 과 신뢰상한치 은 모두 확률변수로서 표본   ⋯ 의

함수로 표현되며 관찰값   ⋯ 에 따라 매번 무작위로 변한다 그러므로 구.

해진 신뢰구간   이 항상 모수 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높은 확률을

가지고 모수 를 포함할 수 있는 좁은 신뢰구간   이 바람직하다.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수. 를 갖는 모집단에서 표본   ⋯

을 추출하였다 이들 관찰값.   ⋯ 으로부터 확률  로 모수 를 포

함하는 신뢰구간   을 추정한다.

≤ ≤
 〓  (9.7)

모수 를 포함하는 옳은 구간을 얻을 확률  를 신뢰계수(confidence coefficient)

라 하고 이를 백분율로 치환한  × 를% 신뢰수준이라 한다 여기서. 는

유의수준 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계수를 대신하여 사용된다(level of significance) .

유의수준은 (신뢰계수 즉), 로서 신뢰구간   에 모수 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계수.  〓, ,  그에 상응하여 유의수준,

〓, , 이 자주 적용된다 표준정규확률변수. 에서 사용된 는 유의

수준 가 확률분포의 좌우 양 끝에 위치하므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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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와 의 위치

표본통계량 의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식 에서 신뢰하한(9.7)

치 과 신뢰상한치 을 유도해보자.

 〓 ≤ ≤  〓 ≤
  

≤ 
〓  ≤

  ≤  〓
   ≤  ≤ 

   

〓    ≤ ≤
    (9.8)

그러므로 신뢰계수  로 모수 를 포함하는 신뢰구간의 신뢰하한치 〓

 이고신뢰상한치〓
  이되어신뢰구간   〓  ,

   이 된다.

정리 신뢰구간

신뢰계수  의 신뢰구간   은 다음과 같다.

  ,
  

추정된 신뢰구간   의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자.

① 표본조사에 의하여 신뢰구간   은 무작위로 얻어진다.

② 신뢰구간   은 좁고 모수 가 포함될 확률이 높기를 원한다.

③ 표본조사를 반복 시행하면 무작위로 얻어진 신뢰구간    내에 신뢰계수

 의 확률로 모수 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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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모집단 평균의 신뢰구간 추정 표본크기가 클 때：

우리는 식 에서 모수(9.8) 에 대한 신뢰구간   을 구하였다 이제 모집단의.

평균 에 대한 신뢰구간을 추정해보자 모집단의 모수. 〓이고 이의 불편추정량

〓이므로 신뢰계수  인 신뢰구간   〓    ,

   

이므로 모수 에 대한 신뢰계수  인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9.9)

그러므로 다음을 만족한다.

  

≤ ≤   

 〓  (9.10)

얻어진 신뢰구간



   


   

 


에 확률  를 가지고 모수

가 포함된다 이는 모수. 가 유의수준 로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음도 함께 의미

한다.

신뢰구간   을 추정하는 데 표본크기 이 크면 중심극한정리가 적용되어

모집단이 어떠한 분포를 갖더라도   는 표준정규분포에 접근한다.

≅

  
(9.11)

식 를 다시 한 번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9.9)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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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 신뢰구간에서 오차의 한계는 신뢰구간의 반인 로 정의된다.

그림 9.2 모수 에 대한 신뢰구간

그림 는 신뢰계수< 9.2>  에서의 신뢰구간으로 가운데 확률이  이며 유

의수준이 이므로 좌우 양쪽 꼬리의 확률이 각각 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 를 모르며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러나 신뢰구간을 구하는 식 에는 모집단의 표준편차(9.11) 가 사용되고 있으나

평균 도 모르면서 표준편차 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표준편.

차 를 모르는 경우에는 대신 표본표준편차 를 사용하며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9.12)

신뢰하한치(LCL)：  



신뢰상한치(UCL)：  



예 9.5 신제품을구입한고객중 명을표본으로뽑아 점척도로선호도를조사하였더100 100

니 표본평균 〓 표본분산, 〓였다 신제품에 대한고객의 평균선호도. 에대한

신뢰계수  〓에서 또는 신뢰수준 에서 신뢰구간을 구해보자95% .

풀이 신뢰계수  〓이므로유의수준 〓에서 〓〓,

〓〓이다 표본평균. 의 표준편차 〓
〓 〓이

므로 신뢰하한치와 신뢰상한치는 다음과 같다.

신뢰하한치(L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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