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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의의 및 개념Ⅰ

회귀분석은 변수들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고 모형화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회귀.

분석의 응용분야는 공학 자연과학 경제학 경영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여러 분, , , , ,

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통계소프트웨어의 활용으로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지는 자료분석 기법이다 예를 들면. ,

어느 회사 제품의 매출액이 광고비 지출액에 따라 변동한다면 이들 두 변수 사이,

의 함수관계를 추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광고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어느 부품조립생산라인에서 제품의 불량률이 생산.

라인의 속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면 이들 두 변수들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함으로,

서 불량률을 가능한 줄이면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속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가지 예에서 다른 변수로부터 추정 또는 예측되어야 하는 변수들인 판매

량과 불량률은 일반적으로 종속변수 혹은 설명변수(dependent variable)

라 하고 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explanary variable) X .

독립변수의 수는 여러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통계적 함수관계를 분석하여 모형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종속변수와. ,

독립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가 어떠한 형태 선형 또는 비선형 를 가지고 있는지를( )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추, .

정 검정하는 것이고 셋째 추정된 회귀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독립변수의 값에서, , ,

종속변수의 평균변화를 추정 혹은 예측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메커니즘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분석과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중회귀

분석으로 나뉘어 진다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개수만 다를뿐.

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단순회귀분석에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검정이용한 계수에대한 유의성 검정T

검정이용한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F

결정계수이용한 회귀모형의 설명력확인

Yi= 0+ 1Xi+ iβ β ε

최고제곱법 이용하여 계수추정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의 모형이 정해지면 우선 최소제곱법에

의해 회귀계수를 추정해야 한다 최소제곱법은 표본 자료에 의하여 신뢰성 있는 회.

귀직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오차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계수 을 추정하B0,B1

는 방법이다 번째 측정된 오차는 이므로 오차제곱합을 로 표. i i=Yi-( 0+ 1X1i) Sε β β

시하면 다음과 같다.

를 최소로 하는S β 0, β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를S β 0, β 1에 대하여 각각 편

미분 하면 다음과 같다.

편미분값을 으로 하는0 β 0, β 1의 값을 b 0, b 1로 대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정규방정식을 얻는다.

이와같이 하여 회귀계수 b 0, b 1를 구했다 다음으로 이 회귀계수가 독립변수 로. X

하여금 종속변수 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의 여부에 대한Y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해야한다 귀무가설T . 은 회귀직선의 기울기 이: b =0 b₁ ₁

이라는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의 변동을 전혀0 . X Y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대립가설. 은 모집단 회귀: b 0₁≠

직선의 기울기가 이 아님을 가정한다 검정통계량 는 회귀계수 추정치 과 추0 . T b₁

정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추정치의 표준오차 비율로서 자유도가 인 분포S( b ) n-2 t₁

를 따른다 값이 유의수준 일때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회귀계. T | T | > t( /2 ; n-2) .

수에 대한 유의성이 검정된 후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해야 한다 이 방법.

은 분산분석을 이용한 것인데 단순회귀분석에서는 검정을 이용할 때와 결과가 같t

게 나온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에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가를 검정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검정에서와 똑같이 가설설정을 하고 검정통계량. t F

구해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는 회귀평균제곱 과 잔차평균제곱. F (MSR) (MSE)

의 비율로서 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크면 회귀직선이 와 사이의,MSR MSE X Y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는 의미이므로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분자의 자유도가 독립변수의 개수 이고F 1( :k)

분모의 자유도가 인 분포를 따른다 의 검정통계량 값에 해당하는n-2(n-k-1) F . F

S = ∑ni = 1 ε 2i = ∑ni = 1(y i- β 0- β 1x i) 2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된다p .α

마직막으로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회귀직선이 두 변수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여 주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결정계수. ( R 2 는 회귀함수에 의하여 설)

명되어지는 변동 이 총변동 에 비하여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 주는 값으SSR , SST

로 만약 모든 관측치와 추정치가 일치한다면 결정계수는 이되고 개의 추정된 회1 k

귀계수가 일때 결정계수는 이된다 결정계수가 에 가까울 수록 회귀모형에 의한0 0 1

설명력이 높아지고 에 가까울 수록 설명력이 떨어지게 된다, 0 .

회귀분석 메커니즘의 적용 사례Ⅲ

지금까지 회귀분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그럼 이제부터 사례를 가지.

고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어느 뉴욕에 있는 출판회사에서는 앞으로 출판할 대학교재의 판매부수를 예]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려고 한다 영업부서에서는 교재 판매부수가 교재쪽수. ,

경쟁 교재수 광고예산 저자의 나이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아래표에서, , .

는 이미 발행된 개 대학교재에 대한 판매부수 교재 쪽수 경쟁 교재수 저자에15 , , ,

대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판매부수 천권 광고예산 백만원* : ( ), ( )

영업부서는 판매부수가 나머지 변수들에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어하므로

판매부수가 종속변수가 되고 교재쪽수 경쟁교재수 광고예산 저자나이가 독립변수, , , ,

가 됨을 알수 있다 독립변수가 개이므로 다중회귀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

Y= + X + X + X + X +β β₁ ₁ β₂ ₂ β₃ ₃ β₄ ₄ ε₀
이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SAS .

DATA ONE;

INPUT Y X1 X2 X3 X4 @@;

판매부수

Y
교재 쪽수

X₁
경쟁교재수

X₂
광고 예산

X₃
저자 나이

X₄
15 176 5 25 49
140 296 10 83 57
75 483 7 40 29
100 811 14 29 37
26 302 9 52 35
33 411 15 33 43
59 333 7 19 51
103 602 4 37 62
88 504 12 51 33
10 204 3 30 50
9 376 4 19 26
77 600 7 41 40
59 400 3 26 44
183 597 8 51 59
16 126 1 27 38



CARDS;

15 176 5 25 49 140 296 10 83 57 75 483 7 40 29

100 811 14 29 37 26 302 9 52 35 33 411 15 33 43

59 333 7 19 51 103 602 4 37 62 88 504 12 51 33

10 204 3 30 50 9 376 4 19 26 77 600 7 41 40

59 400 3 26 44 183 597 8 51 59 16 126 1 27 38 ;

PROC REG; MODEL Y=X1 X2 X3 X4;

RUN;

먼저 회귀계수의 최소제곱추정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SAS

위의 결과에서 추정된 회귀함수는 다음과 같다.

ŷ =-125.3078+0.1795X -1.5738X +1.5917X +1.6137X₁ ₂ ₃ ₄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통계량 값은 대립가설 에 대하여 귀무가T H : bi=0₁

설 을 검정하는 값이다 개별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 단순회귀와 유사하나H :bi=0 .₀
다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통계량 의 분포는 독립변수가 개일 때 자유도가T k

인 분포에 따르는 점만 다르다 따라서 개별회귀계수의 검정통계량 는 자n-k-1 t . T

유도가 인 분포를 따른다10 t .

유의수준 를 라 할때 위의 결과에 나타난 값에 해당되는 값이 미0.05 T p 0.05α

만인 값은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의 회귀계수만이 의미. X , X , X₁ ₃ 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재 판매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의 변수중 교. 4

재쪽수 광고 예산 저자 나이가 중요한 변수이고 경쟁 교재수는 상대적으로 주요하, ,

지 않은 변수로 교재 판매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X , X ,₁ ₃

의 회귀계수가 모두 양 이므로 교재 쪽수 광고예산 저자 나이가 증가하면X (+) , ,₄

교재 판매부수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회귀계수 추정치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므로 광고예산 저자 나이가 일정하다는 조건하, b =0.1795 ,₁

에서 교재 쪽수가 쪽 증가함에 따라 교재 판매부수는 평균적으로 약 천권10 1.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므로 교재쪽수 저자 나이가 일정하다는 조, b =1.5917 ,₃

건하에서 광고예산이 백만원 증가할 수록 교재 평균 판매부수는 평균적으로 약

천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므로 교재 쪽수와 광고예산1.592 . b =1.6137₄

이 일정한 수준일 때 저자 나이가 한살 증가함에 따라 교재 평균 판매부수는 약

천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정된 회귀계1.614 .

수의 해석은 개의 독립변수가 각각의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범위 밖에4

서의 추정 및 예측은 상당한 오차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 수 bi 표준오차 값T 값p
젎편 -125.3078 31.0821 -4.032 0.0024
X₁ 0.1795 0.0398 4.402 0.0013
X₂ -1.5738 1.9959 -0.789 0.4487
X₃ 1.5917 0.4445 3.581 0.0050
X₄ 1.6137 0.6250 2.582 0.0273



일단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면 다음단계는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

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정을 통해 확인F

해야 한다 검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F SAS .

귀무가설은 이고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의H :b =b =.....=bk=0 H :₁ ₂ ₁₀
이다 귀무가설은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bi=0(i=1,2,.....,k) . k

데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대립가설은 개의 독립변수중 적어도, k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임을 의미한

다 유의수준 가 라고 할 때 값 에서의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 0.05 F 13.607 p 0.05α

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

명한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된다즉 교재 판매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모형에 포함.

된 개의 독립변수 중 최소한 하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4 .

정계수는 검정결과에서 나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므로 회귀모형에 개F 0.84 4

의 독립변수를 고려함으로 추정된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교재판매부수의 변동을

약 를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84% .

회귀분석의 한계 및 결론Ⅳ

사례를 통해 회귀분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진행되고 그 결과의 해석이 어떻

게 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가정과 조건을 전제.

로 하며 이는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첫째로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함수는 추세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실적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다 둘째로 회귀분석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입. ,

증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래 회귀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련성을 나타.

낼 뿐이며 인과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는 시차와 상호작용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 ,

독립변수들간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회귀분석에서는 잔여값이. ,

서로 독립적이고 정상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잔여값들.

사이에 연속적인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회귀분석의 이와 같은 한계는 분석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함

을 주지시키고 있다 사례에서 영업부서는 어떤 변수들이 교재의 판매부수에 영향.

을 주는지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독립변수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가정.

을 비롯한 여러 한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에는 회귀분석 이외의 여러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회귀분석이 의사결정.

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 인 제곱합 자유도 결정계수 평균제곱 검정통계량 값p
회 귀 30,960.33 4 0.84 7,740.08 13.607 0.0005
잔 차 5,688.07 10 568.81
계 36,648.4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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