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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량경제학에서 중요한 분석도구 중 하나가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 LRM)이다. 이 장에서는 LRM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이 책에서 논의될 다

양한 예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할 것이다. 여러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은 하지 않겠다.1

	 1.1	선형회귀모형

일반적인 형태의 LR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변수 Y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또는 피회귀자(regressand)라고 하며, 변수 X는 설명

변수, 예견자(predictors), 공변량(covariates), 또는 설명변수(regressors)라고 하며, u는 무작

위수, 또는 확률변수, 오차항이라고 한다. 하첨자 i는 i번째 관측치를 나타낸다. 식 (1.1)을 보

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BX는 B1 1B2X2i 1B3X3i 1…1BkXki를 나타낸다.

식 (1.1), 또는 간단한 형태인 식 (1.2)는 모집단 모형(population model) 또는 실제 모형(true 

model)이라고 한다. 이 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결정적(deterministic) 요소 

BX와 (2) 비체계적(nonsystematic), 즉 무작위적(random) 요소 ui.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BX

는 주어진 X 값에 대한 조건부적 평균(conditional mean), 즉 Yi의 조건부 기댓값 E(Yi|X)로 해

1  예를 들어, Gujarati, D. N. and Porter, D. C., Basic Econometrics, 5th edn, McGraw-Hill, New York, 

2009 (henceforward, Gujarati/Porter text); Wooldridge, J.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4th edn, South-Western, USA, 2009; Stock, J . H. and Watson, M. W.,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2nd edn, Pearson, Boston, 2007; and Carter Hill, R., Griffiths, W. E., and Lim, G. C., 

Principles of Econometrics, 3rd edn, Wiley, New York, 2008.

선형회귀모형	:	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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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부  선형회귀모형

석될 수 있다.2 식 (1.2)는 각각의 Yi의 값은 모든 각각의 BX 값에 오차인 ui 값을 더하거나 뺀 

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집단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잘 정의된 정체성(사람, 기업, 도시, 

국가, 지역 등)에 관한 통계적 분석 또는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핵심요소이다.

예로서, 변수 Y가 한 가구의 음식소비지출액을 나타내고, 변수 X가 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

낸다면, 식 (1.2)는 개별가구의 음식소비지출액(Y)은 동일한 소득수준의 모든 개별가구의 음

식소비지출평균액에 개별가구마다 다른 몇 가지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무작위 요소(random 

component, ui)를 더하거나 뺀 값과 동일하다.

식 (1.1)에서 B1은 상수항을 의미하고 B2에서 Bk는 기울기 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종합적으

로, 각 값(B1∼Bk)을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또는 회귀모수(regression parameter)라

고 부른다. 회귀분석의 주요 목적은 회귀변인(X)에 관련한 Y의 움직임, Y의 평균치, 즉 평균

적으로 나타나는 Y 값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수 X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적인 변수 Y의 반응을 설명하려는 것이 회귀분석의 주요 목적이다.

적절한 이론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변수 X와 Y의 인과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각 기울기 계수의 값은 다른 여타의 변수가 일정할 때, 한 설명변수 값이 1단위 변했을 때 Y 

값의 (부분적) 변화량, 즉 편미분 값을 나타낸다. 분석모형에 얼마나 많은 설명변수를 포함해

야 하느냐는 문제의 성격에 달려 있어서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오차항 ui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모형에 포함할 수 없었던 모든 변수들에 의해 나타나는 

포괄적인 값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은 무시할 만

하다고 가정한다.

변수 Y의 특성

일반적으로 Y는 무작위 변수라고 가정한다. 이 변수는 네 가지 경우로 비율척도(ratio scale), 

구간척도(interval scale), 순위척도(ordinal scale),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나뉜다.

• 비율척도 : 비율척도는 세 가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1) 두 변수의 비율, (2) 두 변수 간

의 차이, (3) 순위. 비율척도는 예로 Y가 2개의 값으로 Y1과 Y2를 취할 경우, Y2≤Y1 또는 

Y2≥Y1와 같은 비교 또는 순위로서, 두 변수의 비율인 Y1/Y2, 두 변수 간의 차이인 Y2 2Y1

으로 나타내도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경제변수는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올해 GDP가 작년 GDP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 또는 작년 GDP 대비 올해 GDP의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 구간척도 : 구간척도 변수는 비율척도의 첫 번째 성질을 만족시키는 못하는 변수이다. 예

를 들면, 기간의 차이로 2007년에서 2000년을 뺀 값은 의미가 있지만, 비율인 2007/2000

2  무조건부 기댓값, 즉 Yi의 평균값은 E(Y)로 나타낸다. 그러나 조건부로 주어진 X값, 즉 조건부 기댓값은 

E(Y|X)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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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가 없다.

• 순위척도 : 이 변수는 비율척도의 순위라는 성격은 만족시키지만, 다른 두 가지 성질은 만

족시키지 못한다. 예로서, 성적 평가 시스템에서 A, B, C학점, 또는 소득계층 분류로서 저

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은 비율척도의 순위라는 성질은 만족시키지만, 수량변수로

서 A를 B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명목척도 : 이러한 범주의 변수는 비율척도변수의 어떠한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성별, 결혼 여부, 종교 등은 명목척도이다. 이와 같은 변수는 일반적으로 더미변수

(dummy variable) 또는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라고 부른다. 이러한 변수는 0과 1

로, 1은 어떠한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0은 어떠한 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수치로 나타낸

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1로, 여성의 경우는 0으로, 또는 그 반대로 명목수치를 수치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변수를 비율척도 또는 구간척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순위척도와 명목척도

는 변수를 고려할 상황도 있다. 이 경우 표준 LRM을 넘어선 특별한 계량경제학적 기술을 필

요로 한다. 제3부에서 이러한 특별한 계량경제학적 기술을 설명하는 예를 활용하여 다룰 것

이다.

변수 X (설명변수)의 특성

대부분의 적용 예를 살펴보면 설명변수는 비율척도 또는 구간척도로 측정되지만, 설명변수

는 바로 전에 다룬 척도변수로 측정될 수 있다. 앞으로 간단히 살펴볼 표준화된, 즉 고전적 선

형회귀모형(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 CLRM)에서 “설명변수는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가 아니다.”라고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은 조건부적인 것으로, 즉 주어진 설

명변수에서 나타나는 조건부적 확률이다.

변수 Y와 같이 설명변수도 무작위 변수라고 가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결과를 해석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19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확률오차항(u)의 특성

확률오차항(stochastic error term, 오차항의 u)은 실제로 수량화할 수 없는 모든 변수를 포함

한 포괄적인 성격의 항이다. 이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 자료측정 오차, 인간행동에 내

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무작위성(ramdonness)으로 인해 모형 내에 포함할 수 없는 모든 변수

를 의미한다. 교란항(random term, u)이 어떠한 형태를 하든지 관계없이, 오차항이 종속변수

(regressand)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이 현상에 

대하여 짧게나마 좀 더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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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B )의 특성

CLRM에서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회귀계수는 고정된 숫

자이지 무작위로 나타나는 숫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귀분석의 목적은 표본자료를 활용하

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베이지언(bayesian) 통계학으로 알려진 통계학의 분야에서는 

이 회귀 계수를 무작위 수치로 간주한다. 이 책에서는 선형회귀분석에서 베이지언 접근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3

선형회귀의 의미

선형회귀모형에서 ‘선형(linear)’이라는 것은 회귀계수(B) 간의 선형성(linearity in the regression 

coefficients)을 의미하지, 변수 Y와 X 간의 선형성(linearity in the Y and X variables)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변수 Y와 X의 관계가 로그함수(예 : X2), 또는 역함수(1/X3) 또

는 멱함수(예 : X2
3)일 수 있다. 여기서 ln은 자연대수로 밑수가 e이다.4

회귀계수 B의 선형성이라는 것은 회귀계수가 멱함수(예 : B2
2)로 증가하지 않지만, 다른 계

수로 나누거나(예 : B2/B3), ln B4와 같이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회귀계수가 비

선형인 경우를 다루는 경우도 있다.5

	 1.2	자료의	특성과	소스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는 다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 (2)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 (3) 시

계열 성격과 횡단면 성격을 지닌 통합자료(pooled data) 또는 패널자료(특별한 형태의 통합된 

자료)가 그것이다.

시계열 자료

시계열 자료는 일별 자료(예 : 주식가격, 날씨보고서), 주별 자료(예 : 통화공급량), 월별 자료

(예 :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분기별 자료(예 : GDP), 연별 자료(예 : 정부예산액), 5년마다 

수집되는 자료(quinquenially)(예 : 제조업 실사지수), 또는 10년마다 수집되는 자료(예 : 인구수 

조사)와 같이 각각 다른 시점에서 관측된 자료이다. 때때로 자료는 분기별 또는 1년마다 수집

된다(예 : GDP). 때로는 높은 빈도로 자료가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한다. 예로서, 주식

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순간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빈도수는 매우 높다.

3 Gary Koop, Bayesian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Chichester, UK, 2003을 참조하라.

4  대조적으로 밑수가 10인 경우를 상용로그라 한다. 상용로그와 자연대수 사이에는 lne X52.3026 log10 X.

로 일정한 함수관계가 성립한다.

5  이것은 고급수학을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주제이기에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책

을 원하는 독자들은 Gujarati/Porter, op cit., Chapter 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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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에서 연속적인 자료는 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시계열 자료 

연계된 분석에 있어서 문제점, 특히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를 초래한다. 제6장에서 

적절한 예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시계열 자료는 또 다른 문제, 즉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느슨하게 말하면, 자료의 평균 및 

분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련의 시계열 자료 집합은 안정적이다. 

제13장에서 안정적이라는 불안정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후자에 의해 발생

하는 특정 추정문제를 보여준다.

시계열 자료를 다룰 때, 시간은 관측치의 하첨자 t(예 : Yt, Xt)로 나타낼 것이다.

횡단면 자료

횡단면 자료는 같은 시간대에 수집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이다. 그 예로 인구통계국이 시

행하는 인구센서스, 여러 투표조사기관이 시행하는 설문조사, 몇몇 장소에서 특정시간대의 

온도 등을 수 있다.

시계열 자료와 유사하게, 횡단면 자료는 특별한 문제, 특히 이질성(heterogeneity)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예로서, 특정 시점에 특정 산업의 몇몇 기업의 임금을 수집할 경우 소기업, 중

견기업, 대기업이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질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질적인 크기

(size) 또는 규모(scale)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배울 것이다.

횡단면 자료는 하첨자 i(예 : Yi, Xi)로 나타낸다.

패널(panel), 종단(longitudinal) 또는 마이크로-패널(micro-panel) 자료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몇 기업의 자료(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패널자료는 회귀분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17장에서 회귀분

석모형의 예를 보일 것이다.

패널자료는 2개의 하첨자 it(예 : Yit, Xit)로 나타낼 것이다.

자료의 원천

성공적인 회귀분석은 자료의 수집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당국(예 : 재무부), 국제기구(예 : 

국제통화기금 또는 세계은행), 민간조직(예 : Standard & Poor), 개인기업 또는 사기업 등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최근에 대부분의 자료의 원천은 인터넷이다. ‘구글(Google)’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료의 질

몇몇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해서 검색한 자료가 모두 좋은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자료를 수집한 기관의 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자료는 측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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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누락 오류, 반올림 오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때때로 자료가 단지 상위수준에서 합계된 상

태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자료는 총계수치로서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성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만큼 자료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인연구자들은 새로운 풍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고, 차선적인 자료의 원천

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	선형회귀모형의	추정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은 식 (1.1)에서 주어진 LRM을 추정하는 방

법이다. 우선 일련의 노동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간당 임금(Y)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별, 인종,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교육수준, 근무경험, 그리고 

다른 요인변수 자료, 즉 설명변수 X를 수집해야 한다. 우선 무작위로 1,000명의 노동자를 추

출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추정식 (1.1)을 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상최소제곱법(OLS)

일반적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통상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이다.6 

이 분석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식 (1.1)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3)

식 (1.3)에서 오차항(ui)은 실제값(Y)과 회귀모형으로 구한 추정치(Y )7 간의 차이이다.

회귀계수 B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차항(ui)의 합(Σui)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일 것

이다. 그러나 오차항의 합이 0이 된다. 그러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로, OLS는 오차항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각 오차항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분석기법이다.

  (1.4)

여기서 합계는 모든 관측치를 대상으로 하여 구한다. 여기서 Σui
2을 오차항의 제곱합(error 

sum of squares, ESS)이라고 부른다.

식 (1.4)에서 Yi와 X 값을 표본추출한 값은 알고 있지만, B 값은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오차

6  OLS는 일반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GLS)의 특수한 형태이다. OLS는 흥미를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OLS의 대안으로 최

우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이 있으며, 이는 본 장의 부록에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7  원저자는 실제값 Y, 추정값 Y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역자는 실제값은 Y로, 추정치

는 Y로 나타낼 것이다.(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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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제곱합(ES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ESS를 최소화하는 계수 B의 값을 찾아야 한

다. 여기서 명백하게 ESS는 계수 B 값의 함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ES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ESS를 각각의 계수 B로

(편)미분을 해야 하고, 각각의 계수로 편미분한 방정식을 0으로 하여 k의 회귀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k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한다.8 k개의 설명변수를 포함한 식을 가지고 k개의 편미

분한 함수를 동시에 풀 것이다. 일상적으로 컴퓨터 통계패키지로 이 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9

계수 B의 추정치는 소문자 b로 나타내면, 추정회귀식은 식 (1.5)와 같이 쓸 수 있다．

  (1.5)

모회귀모형(population regression model) 식 (1.1)과 상응한 것으로, 식 (1.5)를 표본회귀모형

(sample regression model)이라고 부른다.

추정회귀식을 식 (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식 (1.5)를 (1.7)과 같이 쓸 수 있다．

  (1.7)

여기서 Y i는 BX의 추정량이다. BX(예 : E(Y|X))를 모집단 회귀함수(population regression 

function, PRE)로 해석하는 것처럼 bX를 표본회귀함수(sample regression function, SRF)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계수 b를 계수 B의 추정량(esimator)이라고 하며, ei를 잔차(residual), 즉 오차항 ui

의 추정량이라고 한다. 추정량이라는 것은 회귀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규칙 또는 수

식을 의미한다.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량으로 구한 값(value)을 추정치(estimate)라고 한다. 추

정량, 즉 b의 값들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값이 변하는 무작위 변수라는 것을 주목하자. 또한 

모집단 회귀모수(regression parameter), 즉 모수(parameters) B의 구체적인 값은 알 수 없지

만, 확정된(고정된) 변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본을 근거로 하여 가장 최적의 추론을 얻기 위

하여 노력해야 한다.

모집단 회귀분석과 표본 회귀분석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

분 분석에서 비용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8  미분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몇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함수의 최소화 또는 극대화 값을 구하려면, 1계 조건

이 함수를 각각의 설명변수로 편미분한 값이 0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 보자．

9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독자는 Gujarati/Porter, op cit., Chapter 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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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무작위 표본에 근거한 투표분석은, 예를 들어 1,000명의 표

본으로 예측한 투표상황이 실제 투표상황에 근사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집단의 회귀함수를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는 표본을 통한 회귀함수에 근거하여 모집단의 회귀함수를 추론하는 데 있다. 궁극적인 목표

가 B의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을 진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고전적 선형회귀모형(CLRM)에 관하여 살펴보자.

	 1.4	고전적	선형회귀모형(CLRM)

CLRM에 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 1 변수 Y와 X의 관계는 선형이거나 선형이 아닐 수 있지만, 식 (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회귀모형은 모수의 선형결합을 가정한다.

가정 2 반복 추출과정에서 설명변수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설명변수는 고정된 

값, 즉 비확률적(nonstochastic, 확정적) 값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모든 경제 자료분석에

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7장과 제19장에서 소개하겠지만, X와 u가 독

립적으로 분포된다면, 아래에 논의된 고전적 최소제곱법의 가정에 근거를 둔 결과들은, 분석

할 내용이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특정한 X에 대한 조건부 기댓값이라면 유효하다. 어쨌든 X와 

u가 상관관계가 없으면, 고전적 최소제곱법의 가정은 (예를 들면 대표본에서) 점근적으로 유

효하다.10

가정 3 X 변수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오차항의 기댓값, 즉 평균은 0이다. 즉,11

  (1.8)

위 식은 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으로, 여기서 X(X의 굵은 글씨)는 회귀모형식의 모든 X를 나타

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X의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차항의 조건부 기댓값(conditional 

expectation)은 0이다. 오차항은 본질적으로 랜덤한 요인들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오

차항의 평균이 0이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요한 가정의 결과로서, 식 (1.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앞의 식은 X 값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Yi의 평균값, 즉 평균치를 나타낸다. 또한 식 (1.9)는 앞

10  주의 : 독립성(independence)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1  ui 다음에 나오는 수직선(|)은 주어진(확정적인) X값를 가지고 분석하는 조건부 분석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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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모집단 회귀함수(population (mean) regression function, PRF)이다. 회귀분석에

서 주요한 목적은 PRF를 추정하는 것이다. 변수 X가 1개라면, PRF를 (모집단)의 회귀선으

로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수 X가 여러 개 있다면, PRF가 다차원 공간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PRF의 추정치, 즉 식 (1.9)의 표본추정량은 Y i 5bx이다. 따라서 Y i 5bx는 하나의 

E(Yi|X)의 추정량이다.

가정 4 변수 X가 주어진 경우, 각 ui의 분산은 상수(constant), 즉 동분산(homoscedastic, 

home는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scedastic는 ‘분산’을 의미한다)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1.10)

주 : s2의 하첨자는 없다.

가정 5 두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

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1)

여기서 cov는 공분산(covariance)을 나타내고, i와 j는 서로 다른 오차항을 나타낸다. 물론 i와 

j가 같다면, 식 (1.11)은 식 (1.10)에서 주어진 ui의 분산을 나타낸다.

가정 6 변수 X 간에는 완전한 선형관계(perfect linear relationship)가 없다. 이것은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X5 52X3 14X4와 같은 설명

변수의 관계는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7 회귀모형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회귀모형에

서 설정의 편의(specification bias) 또는 모형설정 오류(specification error)가 없다는 것이

다. 이는 암묵적으로 관측치의 수(n)가 모수(parameter)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비록 CLRM의 일부는 아니지만,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상수 s2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정 8  (1.12)

가정 1∼7을 근거로 통상최소제곱법(OLS)은 가정 8을 나타낼 수 있다. OLS는 실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몇 가지 바람직한 통계적인 속성을 지닌 PRF의 모수의 추정량이다.

1. OLS로 구한 추정량은 선형이다. 즉, 추정치는 종속변수 Y에 대한 선형함수이다. 선형추정량

은 이해하기도 쉬우며 비선형 추정량에 비하여 다루기도 쉽다.

2. 그 추정량은 불편추정량(unbiased)이며, OLS의 반복적인 적용으로 구한 추정량은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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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값에 근사한다.

3. 여러 종류의 선형추정량 중에서, OLS의 추정량이 가장 작은 분산값을 가진다. 결과적으

로, 실제 모수값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추정된다. 이러한 최소분산을 갖는 불편추정량

을 효율적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이라고 한다.

위 가정하에서, OLS 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는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s)이다. 

이는 잘 알려진 가우스-마르코프 정리(Gauss-Markov theorem)의 핵심 내용이다. 이 이론은 

최소제곱법에 대한 이론적인 적합성을 제공해 준다.

부가적인 가정 8에 의하면, OLS에 의한 추정량은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모집단의 계수의 실제값을 추론할 수 있으며 통계적인 추론에 대하여 검정(test)

할 수 있다. OLS에 의한 추정량은 모든 불편추정량 중에서 최선불편추정량(best unbiased 

estimators, BUE)이다. 정규분포의 가정과 더불어, CLRM은 통상적인 고전적 선형회귀모형

(normal 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 NCLRM)이다.

좀 더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과연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적일까? 만

약 이러한 가정 중 몇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왜 단지 선형추정량에 국

한하는 것일까? 모든 이러한 의문들이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제2부 참조). 그러나 어떤 영역

의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필요로 한다. CLRM이 이러한 기본적인 분

석의 틀을 보여준다.

	 1.5	OLS	추정량의	분산과	표준오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OLS 추정량, 즉 b의 값들은 표본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위 

변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의 변동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학에서 이러한 무작위 

변수의 변동성은 분산(variance, s2), 또는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

로 측정한다. 회귀분석에서는 추정량의 표준편차를 표준오차(standard error)라 부르지만, 표

준오차는 개념적으로 표준편차와 유사하다. LRM의 경우, 오차항(ui)의 분산 추정치(s2)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3)

즉, 잔차제곱합(RSS)을 자유도(degree of freedom)라고 하는 (n 2k)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n

은 표본의 크기이며 k는 회귀분석에서 추정하는 모수의 수, 즉 추정치와 (k 21)개 기울기 값

의 수이다. 여기서 s는 회귀선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regression, SER), 즉 평균제

곱근(root mean square)이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히 추정회귀선 주위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추정된 회귀선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개략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1.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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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parameter) 위의 꺽쇠()는 모수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회귀모형이 Y 값의 많은 변동(variation)을 잘 설명한다면, Y의 표준편차(SY)
12가 SER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자. SER이 보다 클 경우, 설명변수 X가 Y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회귀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X가 Y의 평균(Y)이 설명할 수 

없는 Y의 행태를 잘 설명하리라는 신념으로 회귀모형을 활용한다.

CLRM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추정계수 b의 표준오차 및 분산을 쉽게 유도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으로 예제로 보여주겠지만, 통계패기지로 쉽게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지 않겠다.

OLS 추정량의 확률분포

가정 8인 ui~N(0, s2)을 되새겨 보면, 각 회귀계수의 OLS 추정량은 각 모수의 값과 일치하는 

평균값과 분산(s2)은 각 설명변수와 관련되어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로 식 (1.13)으로 구한 추정량 s 2은 s2을 대체한다. 그러므로 통계적 추론(즉, 가설검정)을 하

는 데 정규분포보다 t-확률분포(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사용한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t-분포는 표준정규분포에 근사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OLS의 추정량이 표준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수가 참인지를 추론하거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정하는 데 유용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1.6	모회귀계수의	진위에	대한	가설검정

모회귀계수 Bk의 값이 ‘0 ’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고 하자.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통계량을 사용한다.13

 

여기서 se(bk)는 bk의 표준오차이다. t값의 자유도는 n 2k이다. t-검정통계량은 자유도와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k개의 변수를 갖는 회귀분석에서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관측치의 수에서 추정계수의 수를 뺀 값이다.

일단 t-검정통계량이 계산되면 t-통계표를 활용하여 특정 t값을 취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계산된 값을 취할 확률이 작아서 5% 미만이라고 한다면, Bk 5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추정된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statistically significant) 경우에 Bk 값이 0이 아닌 값을 

12  Y의 표본분산은 SY
2 5Σ(Yi 2 Y )2/(n21)로 정의되고, 여기서 Y 는 표본평균이다. 분산의 제곱근은 Y의 표

준편차, 즉 SY이다. 

13  s2값을 알면, 표준정규분포를 활용하여 가설검정을 할 수 있다. 추정량(s 2)의 정확한 오차의 분산을 추

정할 수 있으면, 통계이론으로 보면 t-분포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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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통상적인 유의수준은 10%, 5%, 1%이다. 이 값을 유의수준(levels of significance)이라고 하

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a 또는 제I종 오류라고 한다. 따라서 a는 t-검정의 유의수준(t tests 

of significance)을 의미한다.

통계패키지가 필요로 하는 계산된 결과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러한 계산을 할 필

요가 없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t-추정치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확률(p값), 즉 정확

한 유의수준(exact level of significance)의 값을 제공해 준다. 특정 p값이 계산되면, 통계표를 

찾아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p값이 낮으면,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한다.14 이것은 여타의 다른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고려 중인 특정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소프트웨어 패키지 예로 Excel과 Stata는 개별적인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해 준다. 그러한 신뢰구간은 실제 모수를 포함할 95%의 범위를 

보여준다. 95%(또는 유사한 값)의 신뢰계수(confidence coefficient)는 주로 1에서 유의수준인 

a값을 뺀 값으로 CC5100(12a)로 나타낸다.

어떤 모회귀계수 Bk에 대한 (12a)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4)

여기서 Pr은 확률을 나타내고, ta/2는 적절한 자유도를 가진 a/2의 유의수준을 t-분포표로부

터 구한 t값을 나타내며, se(bk)는 bk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실

제 Bk의 (12a) 신뢰구간을 구하려면, bk의 표준오차에 ta/2 값을 곱한 값을 bk에서 빼거나 더

하면 된다. [bk 2 ta/2 se(bk)]를 신뢰구간의 하한값(lower limit)이라고 하고, [bk 1 ta/2 se(bk)]를 

신뢰구간의 상한값(upper limit)이라고 한다. 이를 양측-신뢰구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뢰구간은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자.

1. 식 (1.14)의 신뢰구간은 양극값 사이에 실제 Bk 값이 있을 가능성이 (12a)라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Bk의 실제값이 무엇인지 모르기는 하지만, Bk가 상수라고 가정한다.

2. 식 (1.14)의 신뢰구간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구간이다. 즉, 그 구간은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 

bk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이다.

3. 신뢰구간이 무작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 (1.14)에서처럼 확률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표

본추출을 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만약 반복적인 표본추출을 하는 과정에

서 수많은 추출과정에서 식 (1.14)의 (12a)의 신뢰구간을 구한다면, 평균적으로 그러한 

신뢰구간은 (12a) 확률 범위 내에서 실제 Bk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단일표본을 기반

14 몇몇 연구자들은 a값을 선정하여, p값이 선정한 a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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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구한 어떠한 신뢰구간은 실제 Bk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1.14)에서 구간은 무작위적이다. 그러나 일단 특정한 표본을 

취하고 특정한 값을 구하면, 이 값을 근거로 한 구간은 무작위이지 않고 확정적이다. 그래

서 실제 모수값을 포함할 확정적 구간의 확률은 (12a)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구

간에 내에 존재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1 또는 0이다. 

1.8절에서 수치적인 예를 들어 위의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식 (1.1)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모든 계수가 동시에 0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는 회귀모형의 모든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

하면, 모형은 종속변수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헌에 따르면 이것

은 회귀선의 전체 유의성(overall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에 관한 검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설은 F-검정통계량으로 검정한다. 식으로 F-검정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 5
ESS / d f1

RSS / d f2

5
Mean ESS

Mean RSS
 (1.15)

여기서 ESS는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Y의 변이(variation)의 일부분이며, RSS

는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Y의 변이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변이의 합을 Y의 총제곱합

(total sum of squares, TSS)이라고 부른다.

식 (1.15)에서 보는 것처럼, F-검정통계량의 하나는 분모에 대한 자유도, 다른 하나는 분자

에 대한 자유도로 두 가지 자유도를 갖는다. 분모의 d f2는 항상 (n 2k), 즉 관측치의 수에서 

절편을 포함한 추정계수의 수를 차감한 값이다. 분자의 d f1은 항상 (k 21), 상수항을 제외한 

회귀모형에 포함된 총 설명변수의 수, 즉 추정하는 기울기의 수이다.

F-검정통계치를 F-분포표에서 구한 F값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만약 F-검

정통계치가 선택한 유의수준 a에서의 임계값, 즉 벤치마크할 F값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

각하며, 적어도 1개의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검정통계량의 p값처

럼, 대부분의 컴퓨터 패키지는 F-검정통계량의 p값을 제공해 준다. 모든 이러한 정보는 회귀

분석 결과와 수반되는 분산분석표(analysis of variance, AOV)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예제

를 통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것이다.

t-검정과 F-검정의 활용이 가정 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차항 ui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면, t-검정 및 

F-검정은 소표본의 경우에 무효하다. 비록 표본이 충분하게 많은(기술적으로 무한대) 경우에 

이러한 검정을 할지라도, 제7장에서 다루겠지만 ‘모형설정 오류(specification error)’라는 문

제를 발생시킨다.

계량경제 01부.indd   15 16. 8. 19.   오전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