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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 산업혁명의 빅이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IoT 센서, SNS, 금융 거래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 저
장, 처리, 분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이용한 자료 분석은 편의된 추정치와 그로 인한
잘못된 분석 결과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메커니즘과 결측치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고전적인 결측치 대체 방법과 다중
대체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증 연구로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48,192개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 2.5) 시계열 데이
터에 대해 통계 언어인 R의 MICE 패키지를 통한 다중 대체 방법을 대체된 데이터셋의 수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대체된 데이터셋을 이용한 대체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결측치를 제거한 원자료와 비교하여 원자료가
가지고 있는 모수와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Big iss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Various types of data that are automatically
created, stored, processed and analyzed from IoT sensors, SNS, and financial transactions are using for accurate prediction . However,
data analysis using incomplete data containing missing values results in biased estimates and resulting erroneous analyses. In this
study, the missing values mechanism and the missing values pattern were explored and the classical method of replacing missing
values and the multiple imputation methods were considered. Empirical studies conducted simulations of 48,192 fine dust (PM10) and
ultrafine dust (PM 2.5) time series data containing missing values, varying the number of data sets replaced by the MICE package of R,
the statistical language. As a result, the mutiple imputation method using 20 imputed datasets was judged to be appropriate and were
compared with the original datasets that removed missing values to show that the parameters of the original datasets were consistent.
Keywords: Missing values, Multiple imputation, Big data, Particulate matter(PM) data, MICE

1. 서 론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유
용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결측치(missing value)가 없는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료
분석을 하는 경우 여러 형태의 결측치를 접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부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답하는 것
을 기피할 수도 있고, 의학 연구에서는 환자의 비협조로 인해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결측치는 측정 장비나
Ⓒ 2020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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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많은 IoT 센서 등을 이용해 빅데이터 구축해 저
장, 처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 자료 분석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분
석 모형 선택에서 옳지 않은 모형을 선택하거나 모수 추정이나 예측값 추정에서 편의된(biased)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본 논
문에서 다루는 미세먼지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결측치 대체 방법이 요구된다. 불완전한
데이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이론, 방법론 및 소프트웨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확장되고 정제되었다. 결측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는 경우 분석 결과를 왜곡하게 한다. 결측치 대체 방법으로는
우도(Likelihood)와 대체(Imputation)로 나누어 진다[1,2]. 우도를 바탕으로하는 방법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산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체 방법은 우도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을 미세먼지 측정 시계열 자료에 적용해 적절한 결측치 처리를 통해 적합한 모형 도출을 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MICE(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실증 연구
로 서울 송파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용해 MICE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효율성을 알아본다. 마지막 4장에서
는 결론과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한다.

2. 선행 연구와 다중 대체
전통적으로 자료 분석에서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
움으로 인해 결측치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결측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결측치를 처리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록 삭제(listwise deletion), 쌍 삭제(pairwise deletion), 평균 대체(mean imputayion), 회귀 대체(regression
imputation), 확률적 회귀 대체(stochastic regression imputation), LOCF 와 BOCF, 지표법(indicator method) 등이 있다.
Rubin은 결측치를 세 종류의 범주로 분류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결측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
며 이런 확률을 좌우하는 과정을 결측치 메커니즘(missing value mechanism) 또는 반응 메커니즘(response mechanism)이라 하
고 이를 따르는 모형을 결측치 모형 또는 반응 모형이라 한다[3].

2.1 결측치 메커니즘
관측치가  개이고 변수의 개수가  개인 관측 행렬   ×  는 미지의 모수  의 분포 함수  ∣  로부터 생성된다. 행렬
  ×  에서 결측치 위치 정보 행렬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여기서    ⋯   이고    ⋯  .
       

 의 분포는 관측 행렬          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결측치 모형(missing data model)로 표시되며  가

이 모형의 모수일 때 결측치 모형은 Pr  ∣        이다. Rubin의 세 가지 결측치 패턴에서 모든 관측 사례에서 결측될
확률이 동일하다면, 데이터는 완전히 임의 결측된 것(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이라고 한다(MCAR). 이는 사실상 결측
데이터의 원인이 데이터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r    ∣           Pr    ∣  가 되어 결측
확률은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관측된 데이터에 의해 정의된 그룹 내에서만 결측 확률이 동일하면 데이터는 임의 결측된 것(Missing At Random)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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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R). MAR은 MCAR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클래스이다. Pr    ∣           Pr    ∣     이
성립해 결측 확률은 모든 설계 인자를 포함하여 관측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CAR와 MAR가 아닌 경우 임의가 아닌
결측 된 것(Missing Not At Random)이라하며(MNAR) 이는 NMAR(Not Missing At Random)과 동일한 개념이다. MNAR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측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Pr    ∣          가 성립하여 결측 확률은 비관측된
정보의 영향을 포함하여 결정된다.

2.2 결측치 Ad-hoc 대체
(1) 목록 삭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다면 그 관측치는 삭제를 통해 분석에서 제외되는 방법이며 장점으로 편리성을 들 수
있다. 데이터가 MCAR인 경우 목록 삭제는 평균, 분산 및 회귀 가중치에 대한 불편 추정치가 생성되며, MCAR에서 목록 삭제는
감소된 데이터의 부분 집합에 대해 올바른 표준 오류와 유의 수준을 제시한다. 관측치와 결측치의 평균 간 차이와 결측치의 비율
에 따라 평균 추정치의 편의가 증가한다[4]. 목록 삭제는 MAR과 MNAR에 적용하면 편의성을 띄는 경향을 보여준다[5]. 다른 방
법에 비해 정보의 유실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2) 쌍 삭제
쌍으로 이루어진 변수에서 모든 변수가 결측치가 아닌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관 또는 공분산을 도출하여 회귀 분석 또
는 요인 분석에서 사용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페어와이즈 매트릭스를 적절히 분석하려면 표준 오
차를 계산하기 위한 정교한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다.
(3) 평균 대체
결측치를 관측치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범주형 자료에서는 최빈값을 시용한다. 이 방법은 MCAR가 아닐 경우 분산
을 과소 추정하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며 평균 이외의 모든 추정치를 편의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소수의 결측
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회귀 대체
회귀모형을 이용해 추정치를 계산해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MCAR인 경우 평균의 불평 추정량을 사용한다. MAR인
경우에는 회귀 가중치는 편의되지 않는다. 회귀모형이 적합한 경우 결측치 대체의 효과가 크다.
(5) 확률적 회귀 대체
회귀 대체의 추정치에 잡음(noise)를 추가함으로써 상관 관계에서 편의를 제거하는 개선된 방법이다. 회귀 가중치 뿐만 아니
라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6) LOCF 와 BOCF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LOCF)와 baseline observation carried forward(BOCF)를 이용한 대체법으로 종적(longitudinal) 자료에 사용된다. 이전 관측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며 연속적인 결측치가 발생하면 마지막 관측치의 값을 찾아 대체
한다.
(7) 지표법
공중 보건과 역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독립변수의 결측치를 0으로 대체하고 반응 지표에 의해 회귀모형을 확장하여
분석에 사용한다[6].
결측치 패턴과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7]. 여기서 보듯이 목록 삭제는 자료가 MCAR일 때 평균에 대한
불편 추정량과 표준 오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는 불편 추정량이 산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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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assumptions made by ad-hoc methods
불편성

표준 오차

평균

회귀 가중치

상관

목록 삭제

MCAR

MCAR

MCAR

Too Large

쌍 삭제

MCAR

MCAR

MCAR

Complicated

평균 대체

MACR

-

-

Too Small

회귀 대체

MAR

MAR

-

Too Small

확률적 회귀 대체

MAR

MAR

MAR

Too Small

LOCF

-

-

-

Too Small

지표법

-

-

-

Too Small

2.3 다중 대체
현재 여러 분야에서 불완전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최선의 일반적 방법으로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를 사용하고 있
다. 다중 대체를 통해 Table 1에 나타난 다양한 경우의 아주 작은 표준 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을 다루는 유니크한 방법[8,9]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Fig. 1의 과정을 따른다.

Fig. 1. Scheme of main steps in multiple imputation

먼저 불완전한 데이터가 입력되면 결측치에 대한 단일 대체를  번 실행하여 생성된 각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관심 모수를
추정한 후 이를 결합한다[10]. 이러한 프레임 워크를 연쇄 방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MICE(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라고 한다.
모수  는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만 계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다중 대체의 목적은 불편성(unbiased)
과 유효한 신뢰(confidence valid)를 만족하는 추정치 
 을 찾는 것이다. 
 의 불확실성은    에 의해 결정된다.  를 추정하
기 위해   의 사후 확률   ∣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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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여기서   ∣        는 완전한 데이터에서의  의 사후 분포이고,     ∣    는 관측치하에서의 결측치의


사후 분포이다.     ∣    을 이용해 대체한    를 
  라 하면 대체된 데이터        로 부터

  ∣    
   를 이용해  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하면 식 (1)은  의 실제 사후 분포는 반복해서 채워진  의 평

균과 같다. 따라서 식 (2)가 성립한다.
  ∣        ∣        ∣   

(2)

  라 하면
 번 반복하여 대체된 추청치를 
  

  

   



(3)

이고 
  은  ×  열 벡터이고  은 대체된 데이터셋(imputed dataset)의 수이다. 적절한  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Rubin은 이상적인 분산 ∞ 와  개의 대체 데이터셋의 분산과의 관계를 결측률  을 이용해 식 (4)로 증명했다[8].






     ∞


(4)

Bodner는 95% 신뢰구간, p-value,  에 대해  값을 제시하였으며[11], Von Hippel은  과  와의 관계를 식 (5)와 같이 2차
식으로 표현했다[12].





    
  
   
 



(5)

여기서  
   과  
   은 각각 대체 데이터셋에서 계산된 표준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Madley-Dowd은 fmi
(fraction of missing information)의 최댓값을 이용해  의 적정값을 제안하였다[13].

3. 실증 연구
Air Korea에서 2015년 1월 1일 0시부터 2020년 6월 30일 자정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
먼지(PM2.5) 데이터(단위 : ppm) 48,192개를 이용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고 Fig. 2와 Fig. 3로 나타내었는데 2018년 10월 25일
경에 많은 측정 값이 결측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PM10 데이터는 1,625개의 결측치를 가지고 있어 0.0337의 결측률, PM2.5
데이터는 1,507개의 결측치를 가지고 있어 0.0313의 결측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0.0325의 결측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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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PM 10 in Songpagu(Origin)

Fig. 3. Daily PM 2.5 in Songpagu(Origin)

두 변수 모두 결측치가 없는 경우는 46,008개, PM10에서만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677개, PM2.5에서만 결측치가 있는 경우
는 559개, 두 변수 모두 결측치로 이루어진 경우는 948개로 나타났다. 결측치를 제거한 두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735로
나타나 PM10과 PM2.5 사이에는 유의한(    ) 높은 양상관이 존재하였다. 두 변수의 주변분포는 Fig. 4와 같다.

Fig. 4. Margin plot of the pair (PM10, PM2.5)

실증 분석은 R 4.03과 mice 3.12를 통해 실시하였다. mice 패키지의 다변량 대체법으로 pmm(predictive mean matching)을
적용해 대체 데이터 셋의 수  의 변화에 따른 스트립플롯(stripplot)과 산점도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회색은 관측치, 붉은
색은 결측치의 대체 값이다. 또한 이때의 riv(Relative increase in variance), lambda(Proportion of total variance), fmi는 Table
2와 같다.
 이 5일 때 fmi 값이 0.17로 나타나 Madley-Dowd가 제안한 방법에 의하면 적정  의 값은 20이다. 이때 다중 대체 후 Fig.

2와 Fig. 3을 다시 작성한 것이 Fig. 6과 Fig. 7이다.
대체 데이터 셋에서 두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731로 나타나 결측치를 제거한 상관계수와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
다. 결측치를 대체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면 추후 분석에서 좀 더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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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5. Stripplot and scatter plot of the after imputation with 
Table 2. Coefficients of after imputation with 
Imputed data

riv

lambda

fmi



0.1016

0.0922

0.0999



0.1900

0.1596

0.1702

  

0.3888

0.2799

0.2922

  

0.2090

0.1729

0.1755

  

0.2843

0.2214

0.2240

  

0.2367

0.1914

0.1926

Fig. 6. Daily PM 10 in Songpagu(Imputed)

Fig. 7. Daily PM 2.5 in Songpagu(Imp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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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나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구축하
고 이를 인공지능에 활용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빅데이터 또는 작은 데이터 셋에서 결측치 처리는 자료 분석에서 분석자에게 많
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임상 시험 자료의 경우에는 결측치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의 발생원인과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Ad-hoc 결측치 대체 방법과 다중 대체의 이론과 과정에 대해 다루었
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실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mice 패키지의 pmm(predictive
mean matching) 방법을 적용해 다중 대체를 통한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과 그 결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원자료의 모
수를 유지하면서도 통신 또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미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결측치를 처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pmm 이외의 다양한 결측치 대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결측치에 대한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
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 뿐만이 아니라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활용해 다중 대체를 적용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신뢰성있는 빅데이터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의 예측 정확도의 향상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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