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표본

통계적 방법

모집단 확률분포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모수 parameter
모집단의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모두 동일(1/N)하도록 하
여 추출된 표본
<-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
임의 추출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 ->

✴

✴

H대 신입생 3,000명에 대한 수능점수를 알고자 한다 (모집단 크기 N=3,000). 이를 위하여 신
입생 200명을 (단과대학, 성별) 층화하여 층화표본 추출 하였다고 하자(표본크기 ).
모집단 관심 특성 = 확률변수 를 X(수능점수)라 하자.

모집단 1번째 개체(학생) 수능성적을 X1, 2번째 학생 수

능성적 X2, ... 그리고 마지막 N(3,000)번째 학생의 수능
성적을 X3000라 하자.
✴

실제 우리는 3,000명 전체의 개별 수능성적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3,000명 수능점수를 모두 조사하여 확률분포함수(f (x))를 만들어야
한다. -> 막대빈도표(히스토그램)을 만들어 구간의 중앙을 연결

✴

확률분포함수를 알면 모집단 정보(한남대 학생의 수능성적)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모집단 전수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f (x)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리고 모집단 개체의 개별 값들에 대한 정보(f (x))보다는 요약된 하나의 값, 이를 모수
parameter (θ)라 한다. (예) 수능점수 평균, 수능점수 최고, 최저 등

✴

모집단 확률변수 X ∼ f (x; θ)로 표시한다. 모집단 전수를 조사하기 전에는 확률분포함수의
형태 f (x), 모수 θ 둘 다 알 수 없고,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의 f (x), θ 를 추정할 수 있다.

✴

f (x)에 대한 추정은 분포의 적합성 검정으로, 귀무가설 하에 설정된 f (x)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정할 수 있을 뿐 실제 분포함수는 알 수 없다.

✴

모수 θ에 대한 추정과 검정은 모집단의 확률분포함수와 표본의 확률분포함수가 동일하다는 가
정 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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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표본

확률표본 random sample, 표본확률분포함수 sample PDF
✴

모집단 모수 θ (모집단 수능점수 평균,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추정하거나 관련 가설을 검정 하
려면 모집단의 확률분포함수와 표본의 확률분포함수는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확률
표본이라 하는데, 확률표본(데이터)의 확률분포함수는 모집단의 확률분포함수와 동일하다.

✴

표본크기 n=200 확률표본 데이터(수능점수)

(x1, x2, …, x200)의 확률분포함수는 모집단(한
남대신입생 3,000명)의 확률분포함수(f (x; θ))와
동일하다. xi ∼ f (x; θ)
✴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예제 표본 확률분포함수의 예
이다. 확률표본이면 히스토그램의 분포와 모집단의
확률분포는 동일하다.

통계량 statistic, 샘플링확률분포함수 sampling PDF
✴

확률표본으로부터 계산되는 요약 값을 모두
통계량이라 한다. 통계량은 관측 데이터의 함
수이다. T = f (x1, x2, . . . , xn) (예) 표본
평균(θ = μ), 표본 최대값, 표본 최소값

✴

통계량을 추정에 사용되면 추정량

θ ̂ = T(x1, x2, . . . , xn) = x̄, 가설 검정
x̄
에 사용되면 검정통계량 TS =
이
s/ n

라 한다.
✴

통계량을 활용하여 가설검정하거나 신뢰구간 추정을 하려면 통계량의 확률분포함수를 알아야
한다. 통계량의 확률분포함수를 샘플링 확률분포함수라 한다.

✴

모집단의 확률분포=표본확률분포이나 샘플링 확률분포함수는 상이하다. 모집단의 확률분포함
수는 몰라도 샘플링 확률분포함수는 알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추정과 검정을 한다. (예) 모집단
의 확률분포함수와 무관하게 표본평균의 확률분포함수는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분포에 근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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