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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관계의 모형화: 확정적 모형과 확률적 모형 

확률적 모형 Probabilistic Model  

확정적 모형 Deterministic Model  

□ 직사각형의 면적 = 가로 × 세로 

□ 원의 면적 = 3.14 × 반지름의 제곱 

□ 몸무게 = 체지방 + 제지방 

□ 몸무게 = f (키) + ε 

e  : 입실론(epsilon) = 오차항(error term) 혹은 무작위항(random term)  

☞ 실제 몸무게와 키를 근거로 추정된 몸무게의 차이 

□ 몸무게 = f (키, 허리둘레, … ) + ε 

오차항이 없다! 

오차항이 있다! 



49.0 kg 1.284 g/cm2 

X 

Body Weight 

Y 

Bone Mineral Density 

yi = b0 + b1xi + ei 

선형모형 (linear model) 

y = b0 + b1x 

y = 0.795 + 0.006 x 

= 0.795 + 0.006 × 49   

= 1.089 

e  = 1.284 – 1.089 

   = 0.195 



1.284 g/cm2 

BMD, bond mineral density 
골밀도 = f (?) + ε 

y = b0 + b1x1 + … + bnxn 



Act  1 



변수의 통제: 다중 선형회귀 분석 

y = a + b x 

Y 

Bone Mineral Density 

X
 

Body Weight 

b = +0.006 

Y 

Bone Mineral Density 

X
2 

Body Weight 

X
1 

Age 

y = b0 + b1 x1 + b2 x2 

b1 = ? 

b2 = ? 



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Using Weight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Using Ag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SPSS를 이용핚 회귀 분석 







SPSS 회귀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제시와 해석 

• 적합된 회귀직선의 골밀도(L-BMD)의 변동에 대핚 설명력은 35.2% 정도 이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핚 분산분석의 결과, p-값은 0.000이었다. 

  따라서 적합된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핛 수 있었다. 

• 연령과 관련된 회귀계수는 -0.009가 되어, 체중이 같다면 연령이 1(살) 증가했을 때 

  골밀도가 평균적으로 0.009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귀계수에 대핚 유의성 검정 결과, p-값이 0.000이 되어 추정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핛 수 있었다. 

• 체중과 관련된 회귀계수는 +0.006이 되어, 연령이 같다면 체중이 1 kg 증가했을 때 

  골밀도가 평균적으로 0.006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귀모형의 변화 



아파트 가격의 예측 
류근관 (2010) pp. 172-173 

• 회귀분석을 통해, 강남 “아파트 가격”에 “평수”와 “연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았다고 하자. 

                       [아파트 가격] = -20.394 + 1,549 [평수] + 0.76 [연수] (단위: 만원) 

☞ 평수가 1(평)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1,549만 원 증가한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같다면 건축 연수

가 1(년) 많을수록 7,600원 이 더 비싸진다.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말인가? 

•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은 통제되지 않은 혼동요인(confounding facto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무얼까? 아파트 단지 규모이다. 1970년대 강남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이래 언젠가부터 대규모 단지

가 소진되면서 단지 규모가 작아져 왔다. 따라서 “연수”와 “단지 규모”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 혼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단지 규모”를 설명변수로서 모형에 추가해 보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 -20.291 + 1,538 [평수] – 137 [연수] + 2 [단지 규모] 

1. 이처럼 적절한 설명변수(독립변수 혹은 예측변수)가 제외된다면 추정치가 잘못될 수 있다. 

2. 특정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한다.  

    한 변수의 추정치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건축 연수가 오래될수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평수이고 동일한 단지 규

모에 속한 아파트를 상호 비교할 때, 오래된 아파트는 1년에 137만 원 꼴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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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의 평가 

1. 모형의 논리적 타당성: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 혹은 이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선형이라고 말핛 수 있는가? 이에 대핚 답은 통계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 고찰이나 논리의 젂개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핛 것이다. 

2. 모형의 젂반적인 적합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의 변동이 독립변수들로 적젃히 설명되는가?  

   이는 설명력을 의미하는 R 2 의 크기와 함께, 분산분석의 F 검정을 통핚 유의성을 평가핚다. 

3. 회귀계수들의 유의성: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들이 유의적인가? 이는 회귀 

   계수 각각을 t 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핚다. 특별핚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다.  

4. 회귀모형의 갂결성(parsimony):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가?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면, 사실 적합도에는 

   큰 개선이 없다. 

5. 모형의 안정성(stability):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어서, 추정된 회귀 

   계수가 불안정하지 않은가? 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서 심각핚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를 

    싞뢰핛 수 없게 된다.  



조정 결정계수 
Adjusted R2 

• 설명변수가 추가되면 R2값은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는  R2 = 1—(SSE/SST) 

   식에서 SST는 변수의 숫자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SSE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설명변수의 개수가 다른 회귀모형들을 R2값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djusted R2 = 1 — 
SSE / (n — k — 1) 

SST / (n — 1)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조정 결정계수(Adjusted R2)이다.  

• 위의 조정 결정계수는 모형의 변수 개수(k)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 따라서 우리가 논문이나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정 결정계수’이다. 





2. 모형의 젂반적인 적합도 

Adjusted R2 = 0.352 

H0 : b1 = b2 = 0 H1 : 적어도 하나의 b 는 0이 아니다. 



Adjusted R2 = 0.352 

H0 : b1 = b2 = b3 = 0 H1 : 적어도 하나의 b 는 0이 아니다. 



3. 회귀계수들의 유의성 

H0 : b1 = 0 

H0 :  b2 = 0 

H1 : b1 ≠ 0 

H1 : b2 ≠ 0 

H0 : b1 = 0 H1 : b1 ≠ 0 

H0 :  b2 = 0 H1 : b2 ≠ 0 

H0 :  b3 = 0 H1 : b3 ≠ 0 



4. 회귀모형의 갂결성 



골밀도의 연령, 체중, 그리고 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Association of BMD with Age, Weight, and Hight 

☞ 두 모형의 설명이 서로 같다면, 우리는 더 간단하고 간결한 모형을 선호한다! 



5. 회귀모형의 안정성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 다중회귀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된 회귀계수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1) 회귀모형의 R2값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가 거의 없는 경우 

   (2)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3)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수인 경우 

• 다중공선성의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한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각 설명변수의 고유의 설명력을 분리하지 못함 

  (1] 각 설명변수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정도인 Rj
2이 클수록 문제 

  (2) 공차한계(tolerance), (1—Rj
2)는 작을수록 문제(0~1) (경험법칙: 0.1보다 작으면 문제]  

  (3) 공차한계 역수인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클수록 문제 (10 이상 문제) 

  (4) Klein’s Rule: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다중 상관계수 R보다 클 경우 

• 공선성이 의심되는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한 후 회귀계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회귀계수의 추정값에 심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 종속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높고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관계가 낮은 다중회귀모형을 원해! 











완전한 다중공선성 
Perfect Multicollinearity 

체중은 체지방(body fat mass, BFM)과 제지방(fat free mass, FFM)의 합이다. 골밀도(T-Score)의 체중, 

체지방, 그리고 제지방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체중(Weight)은 체지방(BFM)과 제지방(FFM)의 합이다.  

   이처럼 독립변수들 사이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성립할 때 최소자승법은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 SPSS는 완전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면 문제의 변수를 제거하고 추정을 수행한다. 

☞ 체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체지방과 제지방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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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Using Weight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Using BMI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abl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Using BMI as a Independent Variable 

☞ 연령을 통제하면 BMI와 L-spine BMD 사이의 선형관계가 강해짂다. 

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Using BMI as the Independent Variabl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L-spine BMD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L-spine BMD for 45 ≤ age < 50 years old 



Weight and Age as predictors of L-spine T-score 

Table 1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ith LT-scor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tted regression equation: 

   LT-score = 0.947 – ( 0.082 × Age ) + ( 0.078 × Weight ) 

Conservatively, using the lower bound of 95% Confidence Level 

   LT-score = 0.531 – ( 0.087 × Age ) + ( 0.042 × Weight ) 

 

In the case of a 50 year-old woman, 

  LT-score = –3.819 + ( 0.042 × Weight ) 

If her weight is below 31 kg, the estimated value of LT-score is less than –2.5.  



BMI and Age as predictors of L-spine T-score 

Table 16.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ith LT-scor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tted regression equation: 

   LT-score = 1.573 – ( 0.089 × Age ) + ( 0.105 × BMI ) 

Conservatively, using the lower bound of 95% Confidence Level 

   LT-score = 1.169 – ( 0.094 × Age ) + ( 0.089 × BMI ) 

 

In the case of a 60 year-old woman, 

  LT-score = –3.531 + ( 0.089 × BMI ) 

If her BMI is below 22 kg/m2, the estimated value of LT-score is less than –2.5.  





이항 설명변수 
Binary Predictors 

이항 변수인 성별(0=남자, 1=여자)은 골밀도에 좋은 설명변수인가? 골밀도(T-Score)의 성별(gender)과 

연령(age)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추정된 회귀모형 

   (1) 남자: [T-Score] = 2.779 — 0.341 [Gender=0] — 0.056 [Age] = 2.779 — 0.056 [Age] 

   (2) 여자: [T-Score] = 2.779 — 0.341 [Gender=1] — 0.056 [Age] = 2.438 — 0.056 [Age] 

• 같은 나이의 여자는 남자보다 골밀도 T-Score가 평균적으로 0.341 낮다. 



Body Weight 

50 kg 65 kg 

Group 2 Group 4 Group 1 

저체중 과체중 보통 미만 

Group 3 

57.5 kg 

보통 이상 

체중 집단들의 적합된 회귀식의 기울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핚 차이가 있는가? 

가설 : 체중증가가 골밀도를 향상시킨다면, 

         과체중 집단의 기울기는 저체중 집단의 기울기 보다  

         완만핛 것이다.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MD 

                                        Table. Simple Regression Results 



Table. Results of B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Age, as an 

Independent Variable, by Each Weight Group 



Figure: Overweight vs. Underweight Group 





Tabl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ding 

 Weight, as an Independent Variable, by Using a Nominal Variable 

Comp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