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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분석

Ø 상 관 관 계 분 석 의 개 념 과 의의
상관관계라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관계정도를 뜻한다. 이러한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상관관계분석이다. 회귀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나머지 다른 변수
들과의 선형함수이며 선형적 관계를 갖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두었으나 상관관계분석은 변수
들간의 상호관계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ü

단순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 간에 1 차 선형관계를 갖는지의 여부와 그 강도를 측정하
는 것이므로 변수간에 선형관계에 있다는 가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
리게 된다.

ü

다중상관관계분석은 셋 또는 그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 정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부분상관계수란 … ?

부분상관계수는 다른 변수들과 같이 변화하는 부분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만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두 변인만의 상관관
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부분상관계수라 한다.
예를 들면 세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X1 과 Y 의 전체 상관관계는 두 개의 원
이 겹쳐지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서 X1 과 Y 가 X2 와 공통으로 갖는 상관관계는 중심의
교차된 부분이다. 만약 X1 과 Y 가 겹치는 부분에서 X1, X2, Y가 모두 겹치는 부분을 제거
시키면 남는 부분은 X1 과 Y 의 부분상관관계의 변량이 된다.

변수간의 관련성의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중에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 (공분산)
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공통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상관도가 높게
나타난다. 공통으로 변하는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면 상관관계는 1 이 된다. 상관관계의 강도
를 나타내 주는 것이 상관계수로서 상관관계의 제곱을 결정계수라 하며 이 결정계수는 바로
설명력이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분석이 갖는 의미는 회귀분석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
한 의미를 갖는다.

Ø

상관관계분석의 목적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 즉,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
수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소비성향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학생의 지능지수와 성적과의 관계,
그리고 내신성적과 수능점수와의 관계 등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Ø 상관관계 계수
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피어슨의 상관계수) : 측정에 사용된 척도가 등간 비율 척도
일 때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이용한다. 보통 통계 프로그
램에서 default 로 지정되어 있다.

ü

Kendall’s tau-b : 서열 자료를 갖는 두 개의 자료가 같은 서열을 갖고 있는지를 검정한다.

ü

Spearman : 스피어만의 로우계수이며 서열이 있는 경우의 순위 상관계수이다.

이변량상관계수 (Bivariate Correlations) … ?

예 > 한 농구 팀이 이긴 경기 수는 게임 당 평균 점수와 관련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점도를 통해 선형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994-1995 NBA 시즌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Pearson 의 상관계수는 0.581 로 구해졌고,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시즌마다 경기에서 많이 이길수록 상대 편 팀의 점수는 낮
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상관계수

정규 분포된 양적 변수에 대해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선택한다. 데이터가 정규적으로 분포
되어 있지 않거나 범주 순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순서 간 관계를 측정하는 Kendall
의 타우-b 이나 Spearman 을 선택한다. 상관계수 범위는 – 1 (완전 음 관계) 부터 +1 (완전 양
관계) 까지이다. 0 값은 선형 관계가 아님을 나타낸다.
결과 해석시 유의한 상관계수로 기인한 인과 관계를 추정하지 않도록 한다.

¨

유의수준 검정

양쪽 확률이나 한쪽 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관계 방향을 미리 알 때는 단측검정을 선택하고 모를 때는 양측검정을 선택한다.

¨

편 상 관 계 수 (Partial Correlation)

여러 추가 변수의 효과를 제어한 경우에 있어 두 변수 간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상관계수는 선형 결합을 이루어야 두 변수가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지만, 선형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적합한 통계량이 될 수 없다.

예 > 출생률과 사망률 간에 상관이 있을까?
보통 상관의 경우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으나 경제적 측도에 대한 효과를 고려
하거나 제어하면 출생률과 사망률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상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분석을 해 보면 상관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 이 성 거 리 (Distances)

대응 케이스나 대응 변수 간에 유사정도나 상이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유사성이
나 상이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차원 척도법 등의 복잡한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 엔진 크기나 MPG, 마력 등의 특정한 특성에 따라 두 자동차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을까?
자동차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형식적
인 분석에 대해서는 계층별 군집분석이나 다차원 척도법을 유사성에 적용하여 기본 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다차원분석이란 … ?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판단을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법이다. 즉, 전형적인 다차원
척도법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속성들의 유사성이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 다차원 분석과 다른 점은 평가
대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은 평가자들이 평가대상들의 속성들에 대
해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각 속성들의 효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결
과를 분해하는 것이다. 해를 찾아내는 방법은 분산분석의 경우와 비슷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