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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제
13장에서 두 변수 사이의 연 성을 상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다. －1과 1 사

이의 값을 갖는 상 계수라는 측도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연 성의 정도를 측정하

다. 이때 상 계가 하다고 해서 두 변수 간에 인과 계(causation)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13장에서의 자료분석 결과 ‘신문을 보는 시간과 TV를 시청하는 시간 사이

에는 부 인 상 계가 존재해서 신문을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어진다. 는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문을 보는 시간이 어진다’라고 하

다. 그러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5.5시간일 때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라는 

물음에 한 답은 상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때 ‘신문을 보는 시간’은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에 해당하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신문을 

보는 시간’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한 분석방법의 하나인 회귀분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회귀분석은 1개 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를 수학 인 함

수식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법으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를 측하는 데 사용된다. 를 들면, 사람들의 키(독립변수)와 몸무게(종속변수)의 계

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표 하고 이 함수식을 이용하여 특정 키에 한 몸무게를 측하

고자 할 때 회귀분석을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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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분석의 개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변수들 사이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

기 때문에 변수의 역할설정이 요하다. 앞에서 ‘신문을 보는 시간이 TV를 시청하는 시

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라는 물음에서 ‘신문을 보는 시간’은 원인변수에 해당하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결과변수 다. 이를 뒤바꾸어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원인변수

로 하고 ‘신문을 보는 시간’을 결과변수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연구목 에 배되는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수에 향을 주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라고 하며, 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

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는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라고 한다. 물론 이

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검증이나 분산분석 등에서의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과 동일하다. 

회귀분석에서는 일반 으로 종속변수는 하나이고 이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여

러 개인 분석을 많이 하게 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하나일 때의 분석을 단순회

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하고 종속변수는 1개이면서 독립변수가 2개 이

상일 때의 분석을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 회귀분석, 다회귀분석)

이라고 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구체 인 함수식을 찾아내고, 독립변수로부

터 종속변수를 측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때 함수식은 제일 단순한 1차 직선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 3차식, 로그식, 지수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곡선식이 될 수도 있다. 

먼  독립변수가 1개이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가 1차 직선인 경우의 단순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일반 인 회귀분석의 개념과 차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자료의 구조 및 산점도

회귀분석에서의 변수들은 기본 으로 모든 변수가 양  자료이어야 한다. 질  자료를 회

귀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수 간에 산 도를 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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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의 계를 략 으로 악해야 한다. 즉, 산 도에서 변수 간의 계가 직선 계

라고 단되면 선형회귀분석을 할 수 있지만 곡선 계로 단되면 선형회귀분석을 해서

는 안 될 것이다.

그림 14.1  여러 형태의 산점도

<그림 14.1>의 ①은 두 변수 간에 측되는 계가 없으므로 회귀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며, ②의 산 도로부터는 로그 계 는 역수의 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③의 산 도는 두 변수의 계가 직선(선형) 계임을 시사하며 ④의 산 도는 2차 곡선

계임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 14.2>는 ·고등학교에서 교장의 인간지향  분 기의 정도와 교사들의 

직무성과와의 산 도이다. 인간지향  분 기의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들의 직무성과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의 상 계수는 0.330이다. 

     

그림 14.2 인간지향성의 정도와 직무성과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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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로부터 인간지향  분 기의 정도와 교사들의 직무성과와의 사이에는 직

선(선형)의 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인간지향  분 기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교사들의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 즉 <그림 

14.2>에 두 변수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아래 <그림 14.3>처럼 그리고 그 

직선식을 구하고자 한다.

     

그림 14.3  산점도와 회귀식

(2) 단순선형회귀모형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의 계가 1차 직선이라고 상되는 경우에 설정하게 되는 단

순선형회귀모형(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에서   ⋯ 는 독립변수 의 측값이고,   ⋯ 는 종속변수 의 

측값이며 는 오차항이다.  는 모회귀계수라고 하며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될 값

이다.

이 모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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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두 변수 간의 계는 선형이다.

② ～    ：오차항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이다. 이때 

분산은 
가 아니고 으로 모든 오차에 해 동일하다. 는 independent &  

identical distribution의 약자로 오차들이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는 

뜻이다.

의 ①과 ②로부터 단순선형회귀모형에 내포된 가정은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 독

립성이라고 한다. 의 단순선형회귀모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4.4>와 같

다. 즉, 측값 는 주어진 에서 측될 수 있는 (정규분포에 따르는) 여러 값  하나

가 표본으로 추출된 것으로 본다.

그림 14.4  단순선형회귀모형

(3) 회귀식의 추정

회귀분석의 1차 인 목 은 표본으로부터 모회귀계수   를 추정하여 추정된 회귀식을 

만드는 것이다. 

        →      
                                   

          회귀모형         추정된( 합된) 회귀식 

추정된 회귀식에서  는 모회귀계수   의 추정값으로 표본회귀계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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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추정된 회귀식의 의미는 <그림 14.3>에서 보듯이 두 변수 간의 계를 원래 산 도의 

모든  신 직선식으로 체하여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래의 측값( )과 

직선상의 값( )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는 되도록이면 작아야 한다. 다

음과 같은 통계량을 생각해 보자.

 





 





    


는 오차제곱합으로 이 를 최소화하는   를 추정하는 방법을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이라 하며 회귀계수의 추정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차제곱

합  를 최소화하는 구체 인 방법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 기술하기로 한다.

≡






 
 






      

≡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추정량  를 최소제곱추정량(least squares estimator, 

LSE)이라고 한다.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되며 두 변수의 평균   을 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회귀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는 추정된 회귀식에서의 편과 기울기이다. 편은 독립변수의 값이 0일 

때의 종속변수의 값으로 독립변수의 값이 0이면 종속변수도 반드시 0이어야 하는 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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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모형설정 시에 편이 존재하지 않는 ‘원 을 지나는 회귀모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를 들면, 키와 몸무게의 계에서 키가 0이면 몸무게도 0인 경우이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의 계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지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인 자료분석에서는 특별한 언 이 없으면 항상 편을 포함한다. 즉, 키와 

몸무게의 계에서도 편을 포함하는 것이 체 인 회귀식 추정에 더 하다. 다음 

<그림 14.5>를 보자. 실선은 편을 포함한 회귀선이고 선은 편이 없는 회귀선으로 

원 을 지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측값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회귀선이 추정되었다.

     

그림 14.5  키와 몸무게의 회귀선

기울기는 독립변수의 값이 1단  증가할 때 늘어나는 종속변수의 값을 의미한다. 가 

0에 가깝다면 독립변수가 아무리 값이 변해도 종속변수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고 회

귀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직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표 하

는 계수인 가 보다 상 으로 요하다. 

(5) 회귀식의 정도

앞에서 산 도를 그려 보고 회귀모형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회귀식을 추정하 다. 이제 

추정된 회귀식이 정말 원래의 측값들을 잘 표하는지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형을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고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추정된 

회귀식이 원래의 측값들을 어느 만큼 표하는지’를 회귀식의 정도(precision)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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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된 회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결정계수의 개념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측값 의 편차   를 다음과 같이 분해해 보자. 즉 독립변수  의 측값 와는 

 계없는 양  을 와 련된 양( )을 포함한 식으로 분해한 것이다. 

    

                                                    

    ①       ②　　　    ③
① 편차

②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편차

③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편차

②의  
 를 잔차(residual)라고 하며 잔차가 작고 ③이 크면 회귀식의 정도가 좋다

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4.6>은 이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4.6  편차의 분해

의 식을 모든 편차들에 해 제곱한 후 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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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제곱합)   (잔차제곱합)    (회귀제곱합)

가 작을수록,  이 클수록 회귀식의 정도가 좋다. 즉, 회귀모형이 자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 


 등을 정도의 측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총제곱합 

  에서 회귀제곱합 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계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결정계수의 범 는 0과 1 사이이며 단순선형회귀의 경우 결정계수는 상 계수의 제곱

과 같다. 결정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식 주 에 자료가 집되어 있으

므로 자료를 잘 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총제곱합  추정된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제곱합이므로 결정계

수를 회귀식의 기여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추정된 회귀식이 자료를 충분히 잘 설명

하는지를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결정계수뿐만 아니라 산 도와 잔차의 검토가 종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결정계수는 항상 증가한다. 따라서 결정계수의 기 으로 보

면 독립변수의 수는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무조건 증가하지 않는 수정결정

계수를 정의하여 회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6) 잔차의 검토

잔차   
 는 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귀식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개념이기

도 하며 회귀모형에서의 가정들(선형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에 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통계량이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 잔차의 산 도를 그려 으로써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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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4.7>은 잔차들을 독립변수 는 추정된 종속변수 

등에 하여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산 도이다.

   ① ②                           ③                         ④

그림 14.7  잔차의 산점도

①은 잔차들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가정들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고 ②는 선

형회귀모형보다는 2차곡선회귀모형이 더 타당함을 나타낸다. 회귀분석을 하기 에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 도를 그려보았다면 알 수 있었던 결과이다. ③은 어떤 선형항

이 추가되는 것이 좋음을 뜻하고 ④는 독립변수의 값이 커짐에 따라 잔차의 분산도 커지

므로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음을 뜻한다. 소득이 은 가구들은 지출액의 편차가 은

데 소득이 많은 가구 에는 지출은 고 축을 많이 하는 가구가 있는 반면, 모두 다 

지출해 버리는 가구도 있어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회귀진단

회귀진단(regression diagnostics)은 넓은 의미로는 추정된 회귀식의 반 인 검토를 의

미하며 에서 살펴본 로 추정된 회귀식의 정도, 잔차분석을 통한 회귀모형에 한 가

정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회귀진단은 ‘ 향력 있는 측값의 

탐색’을 의미하며 주로 회귀식의 추정에 큰 향을 미치는 극단값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

한다. 

(8)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관계

표본상 계수 과 추정된 회귀계수 와의 계를 알아보자. 추정된 회귀계수 를 의 

함수로 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는 변수 의 표 편차이며 는 변수 

의 표 편차이다.



309제14장 회귀분석








 
 






      

 









   










 
 

 



상 계수 과 회귀계수 의 부호가 같다. ＞이면 양의 상 계, ＜이면 음의 

상 계,  이면 상 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 계수 을 알고 있을 경우,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 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 인 향력

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있는지 생각해 보자. 회귀계수가 크면 그 변수의 향

력이 큰 것일까? 추정된 회귀식에서 회귀계수는 자료의 단 와 한 계가 있다. 같

은 자료라 해도 독립변수의 단 가 달라지면(키를 cm나 inch로 측정) 회귀계수는 달라진

다. 측정단 가 크다면(키를 cm가 아닌 m로 측정) 회귀계수의 값은 상 으로 아주 작

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회귀계수의 크기로 독립변수들의 상 인 향력의 크기를 말할 

수는 없다. 

표 화된 회귀계수는 원자료를 표 화(각각 평균을 빼고 표 편차로 나 는)한 후 회

귀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회귀계수이다. 표 화된 회귀계수는 단 에 무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표 화된 회귀계수가 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추정된 회귀식을 구성할 때에는 (비표 화된)회귀계수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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