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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Ø 회귀분석 개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하는 문제를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은 본질적으로 독립변수라 불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량들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분석기법이라 할 수 있다.

Ø 회귀분석의 목적
1. 회귀식을 통한 종속변수의 예측
2. 회귀식의 확대적용 :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결과가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
3. 회귀식의 모수추정
4.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예측력이 높은 변수 설정가능
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가지고 있는 관련성을 파악
Ø

기본모형

회귀분석모형의 관심대상은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인 독립변수에 의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의해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확률적인 관계이다.
통상 회귀모형이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이유는
1. 회귀식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오차(random error)
2. 설명력이 높은 독립변수가 연구모형에서 제외된 경우(omitted variables)
3. 측정상의 오류 (measurment variable)
4. 변수간의 관계가 1 차함수가 아닌 경우(non-linear ralationship)

Ø 회귀식
독립변수가 1 개인 경우 : 단순회귀분석

Yi = α + βX + εi
독립변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다중회귀분석

Yi = α + β1 X 1 + β2 X 2 + ... + βi X i + εii
Ø 회귀분석의 가정
1.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한다.
2. 오차항은 그 평균값이 0 이다.
3. 오차항은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4.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5. 독립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변수만의 효과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
에 특정변수의 유의성이 상실될 수 있다.
6. 독립변수 X 는 확률변수가 아니다.
7. X 와 Y 는 선형 종속관계이다.

Ø 회귀모형의 선택방법
1. 후진제거법(backward estimation)
모든 변수를 가지고 완전 회귀방정식을 설정하고 회귀식에 유의적으로 기여하지 못
하는 독립변수 즉, 유의적이지 못하는 F 값이 가장 작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
는 방법이다.
절차
가. 모든 독립변수를 사용해 하나의 회귀방정식을 수립한다.
나. 각 변수의 부분 F 검정을 실시한다.
다. 유의성이 없는 부분 F 값을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를 제거한다.
라. 변수 제거후, 나머지 독립변수를 이용해 회귀모형을 재추정한다.

2.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
후진제거법에서와 반대로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모형에서 시작한다. 연구자의 기
준에 의거하여 각 단계마다 추가될 변수 중 부분 F 값이 가장 큰 독립변수가 하나
씩하나씩 회귀식에 포함된다.
절차
가. 종속변수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
을 수립한다.
나. 편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변수를 선택한다.
다. 회귀방정식을 다시 계산하고 새로운 독립변수의 부분 F 검정을 시험하여 기여도
를 계산한다.
3. 단계별선택법 ( Stepwise selection)
단계별선택법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제거법의 절충적인 형태로 전진선택법과 유사하
나 전진선택법에 의해 변수를 택하는 동시에 각 단계에서 후진제거법과 같이 이미
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고려하여 F 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변수를 제거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Ø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회귀 분석을 이용하려면 측정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등간척도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량이어야 한다. 그러
나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인 경우에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이러한 절차를 가변수 다중회귀라 부른다. 이 방법은 명목척도로 측정한 것을 0
과 1 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변수로 전환시킴으로서 가능하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더미변수 1
1
0
0
0

더미변수 2
0
1
0
0

더미변수 3
0
0
1
0

Ø 선 형 회 귀 분 석(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분석으로 선형 방정식의 계수를 추정한다. 이 선형 방정식에는 종속변수
값을 적절히 예측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판매원의 총 년
매출(종속변수)을 나이, 학력, 경력 등의 독립변수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예제 > 농구 팀이 이긴 경기 수는 게임 당 평균 점수와 관련이 있을까?
산점도를 통해 선형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긴 경기 수와 상대 편의 평균
득점 수는 선형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는 음의 관계를 이루게 되며 이긴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상대편의 평균 득점 수는 줄어든다. 선형 회귀로 이러한
변수의 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고 이러한 모형으로 이길 경기 수를 예측할 수
있다.

ü

통계량
각 값에 대해: 유효 케이스 수, 평균, 표준편차.
각 모형에 대해: 회귀 계수, 상관행렬, 부분 및 편상관계수, 다중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R 제곱의 변경 사항, 추정값의 표준오차, 분산
분석표, 예측값, 잔차, 각 회귀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
분산-공분산 행렬, 분산팽창요인, 공차한계, Durbin-Watson 검정,
거리 측도 (Mahalanobis, Cook, 레버리지 값), DfBeta, DfFit, 예측
구간, 케이스별 진단 등.
도표: 산점도, 편회귀잔차도표, 히스토그램, 정규 확률 도표

Ø 선형 회귀분석 통계량
다음의 통계량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회귀계수.

회귀 계수 β , 표준오차 β , 표준화 계수 β , β 에 대한 t 값, 양방

향 유의수준 t 등을 표시하는 추정값이다.
2.

모형적합.

다중 R, R 제곱, 수정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분산분석표 등

의 적합도 통계량으로 표현된다.
3.

R 제곱 변화량.
을 표시한다.

R**2 변화량의 변경 사항, F 변화량, F 변화량의 유의수준 등

4.

기술통계.

유효한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의 각 변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분상관 및 편상관계수. 0 차 상관, 부분 상관, 편상관 등이 표시된다.
5.

공선성 진단.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회귀분석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

다. 따라서 공선성을 진단해 보기 위해 분산 팽창 요인(VIF)을 구해 본다.
6.

잔차.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진단해 보는 방법으로 잔차분석이 있

다. 정잔차의 연속 상관에 대한 Durbin-Watson 검정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Ø 선 형 회 귀 분 석 데 이 터 고려사항
ü

데이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양적이어야 한다. 종교, 성인, 거주 지역 등의 범주형
변수는 이분형(dummy) 변수나 다른 유형의 대비 변수로 다시 코딩되어야 한다.

ü

가정.
독립변수의 각 값의 경우 종속변수의 분포는 정규적이어야 한다. 종속변수 분
포의 분산은 독립변수 값에 대해 항상 일정해야 한다. 종속변수와 각 독립변수
간의 관계는 선형이어야 하며 모든 관측값은 독립되어야 한다.

ü

관련 프로시져.
그래프 중에서 산점도를 그려볼 수 있다. 산점도는 데이터를 화면 상에서 나열
해 볼 수 있다. 탐색적 데이터분석 프로시저의 일종으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
할 뿐 아니라 정규성과 동질성을 검정한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러한 가정(분산의 정규성이나 연속성)을 어길 때는 데이
터를 변환하도록 한다. 데이터가 선형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변환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2 차, 3 차 등의 곡선모형으로 추정해 본다.
종속변수가 이분형일 때는 (예: 특정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거나 아니거나 또는
어떤 항목에 결함이 있거나 없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 프로시저를 사용한다.

종속변수가 중도절단된 경우 (예: 수술 후 생존 시간) 에서는 생명표, KaplanMeier, Cox 회귀 등을 사용한다. 여러 환경에 처한 한 사람을 관측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반복측정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