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7 simple regression analysis



1. 회귀분석이란?

Ø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 independent variable에 대한 dependent 
variable 의 결과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

1-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상관관계(correlation)의 차이점
Ø 두 변수 X, Y에 대하여

- 상관관계(correlation) : 두 변수의 관련성 (X          Y)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변수 간의 미치는 영향 예측 (X          Y)

Ex) 키와 몸무게
-상관관계(correlation) :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분석(키 몸무게)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키 또는 몸무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다른

하나를 예측하거나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키 몸무게), 
(몸무게 키)

v 즉,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이란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

Ø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 independent variable에 대한 dependent 
variable 의 결과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

1-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상관관계(correlation)의 차이점
Ø 두 변수 X, Y에 대하여

- 상관관계(correlation) : 두 변수의 관련성 (X          Y)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변수 간의 미치는 영향 예측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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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키 또는 몸무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다른

하나를 예측하거나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키 몸무게), 
(몸무게 키)

v 즉,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이란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



1. 회귀분석이란?

1-2. 회귀 방정식
① 변수의 관계를 선형의 방정식으로 표현
② 한 변수(dependent variable)가 다른 변수들(independent variable)에 의

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
③ independent variable : 영향을 주는 변수, 설명변수

dependent variable : 영향을 받는 변수, 반응변수 – 가장 관심 있는 변
수

1-2. 회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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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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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분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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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분석이란?

1-3. 단순회귀방정식의 기본적 형태



1. 회귀분석이란?

v 단순 선형 회귀 모형(linear regression model)

• βₒ가 상수항 b
• β₁이 직선의 기울기 a
• βₒ, β₁를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 ε~N(0. σ²)
• ε가 0일 경우 로 설명되며 확정적 모형(deterministic 

model)이라함

v 단순 선형 회귀 모형(linear regression model)

• βₒ가 상수항 b
• β₁이 직선의 기울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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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N(0. σ²)
• ε가 0일 경우 로 설명되며 확정적 모형(deterministic 

model)이라함



1. 회귀분석이란?

1-4.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추정
Ø 산점도를 통한 추정

• 변수 X, Y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

1-4.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추정
Ø 산점도를 통한 추정

• 변수 X, Y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



1. 회귀분석이란?

1-4.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추정
Ø 최소제곱추정법(method of least squares)

• 실제 자료값과의 오차, 즉 ε 가 가장 작은 regression equation을 구함

제곱

βₒ, β₁에 대하여 편미분



1. 회귀분석이란?

1-4.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추정
Ø 최소제곱추정법(method of least squares)에 의한 추정회귀

직선

• 예측값 :                   일 때 의 값, 즉

• 잔차(residual) : 실제 관측값 과 적합값 과의 차이

1-4.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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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분석이란?

1-5. 결정계수(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설명력

• 총변동 =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1-5. 결정계수(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설명력

• 총변동 =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1. 회귀분석이란?

1-5. 결정계수 (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
(regression line) 의 설명력

• 총변동 =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직선상의 모든점에서 계산

1-5. 결정계수 (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
(regression line) 의 설명력

• 총변동 =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regression line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SST(sum of squares of 
total deviation)
총변화량 제곱합

SSE(sum of squares of 
unexplained deviation)
설명안된 변화량 제곱합

SSR(sum of squares of 
explained deviation)
설명된 변화량 제곱합



1. 회귀분석이란?

1-5. 결정계수(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
(regression line)의 설명력

v R²이 1에 근접할수록 잘 추정된 regression line

1-5. 결정계수(R, coeffient of determination) : 회귀직선
(regression line)의 설명력

v R²이 1에 근접할수록 잘 추정된 regression line



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방정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
러가지 검정과정을 거쳐야 함

① Descriptive analysis에서 최대/최소의 비율을 확인한다.                              
10배 이상이 되면 적합한 변수 변환이 필요

② 산점도로 대략적인 직선관계 파악 및 correlation분석실시

③ regression line의 적합도 검정 : F-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④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유의성 검정 : t-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simple regression analysis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하나밖에 없으므
로, 변수의 선택과정이 필요없다

⑤ 회귀직선의 설정 : 결정계수(coeffient of determination)도 확인한다

⑥ 잔차(residual)의 검정

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방정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
러가지 검정과정을 거쳐야 함

① Descriptive analysis에서 최대/최소의 비율을 확인한다.                              
10배 이상이 되면 적합한 변수 변환이 필요

② 산점도로 대략적인 직선관계 파악 및 correlation분석실시

③ regression line의 적합도 검정 : F-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④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유의성 검정 : t-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simple regression analysis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하나밖에 없으므
로, 변수의 선택과정이 필요없다

⑤ 회귀직선의 설정 : 결정계수(coeffient of determination)도 확인한다

⑥ 잔차(residual)의 검정



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2-1. 단순회귀직선(simple regression line)의 적합도 검정
Ø 가설 설정

Null hypothesis : β₁=0
Alternative hypothesis : β₁≠0

Ø 유의성 검정

검정통계량 :                           ~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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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가설 설정

Null hypothesis : β₁=0
Alternative hypothesis : β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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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2-1. 단순회귀직선(simple regression line)의 적합도 검정
Ø 유의 수준 : α는 보통 0.05로 정함

Ø P-value의 계산과 유의수준과의 비교 : 앞서 계산된 F값과
자유도로 구한다

Ø 결론
①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성립
②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못함

2-1. 단순회귀직선(simple regression line)의 적합도 검정
Ø 유의 수준 : α는 보통 0.05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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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결론
①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성립
②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못함



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2-2.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유의성 검정
Ø β 에 관한 추론은 자유도 n-2인 t분포를 이용한다

1) 가설설정

Null hypothesis : βₒ = β*
Alternative hypothesis : βₒ ≠ β*

2) 검정 통계량 : 

3)유의수준 : α는 보통 0.05로 정함

4)p – value 의 계산 : 2)에서 계산된 t값과 자유도를 구한다. 자유도는 n-2이다.

5)결론
①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성립
②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못함

2-2.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유의성 검정
Ø β 에 관한 추론은 자유도 n-2인 t분포를 이용한다

1) 가설설정

Null hypothesis : βₒ = β*
Alternative hypothesis : βₒ ≠ β*

2) 검정 통계량 : 

3)유의수준 : α는 보통 0.05로 정함

4)p – value 의 계산 : 2)에서 계산된 t값과 자유도를 구한다. 자유도는 n-2이다.

5)결론
①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성립
② P-value>0.05 : 귀무가설 기각 못함



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2-3.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설정
(1) 회귀직선의 진단시 고려해야 할 것

1)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들 간의 다중 공선성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에서 고려할 것으로 , independent variable간에
상관이 높은 것을 피한다

2) 이상값에 대한 점검
Ø Cook의 통계량(cook’s distance)의 값이 1.0이상이면 이상점으로 간주한다

3) 잔차 - 등분산성(Equal Variance)
- 독립성(Independence) : Durbin-Watson 통계량으로 확인한다

Ø 0에 가까우면 음, 4에 가까우면 양의상관

- 정규성(Normality) : 정규확률도포(normal provability plot)을 그려 확인
한다

2-3.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설정
(1) 회귀직선의 진단시 고려해야 할 것

1)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들 간의 다중 공선성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에서 고려할 것으로 , independent variable간에
상관이 높은 것을 피한다

2) 이상값에 대한 점검
Ø Cook의 통계량(cook’s distance)의 값이 1.0이상이면 이상점으로 간주한다

3) 잔차 - 등분산성(Equal Variance)
- 독립성(Independence) : Durbin-Watson 통계량으로 확인한다

Ø 0에 가까우면 음, 4에 가까우면 양의상관

- 정규성(Normality) : 정규확률도포(normal provability plot)을 그려 확인
한다



2. 단순회귀분석의과정

2-3.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설정
(2)residual의 분석 - 등분산성(Equal Variance)

- 독립성(Independence) : Durbin-Watson 통계량으로 확인한다
(0에 가까우면 음, 4에 가까우면 양의상관)

- 정규성(Normality) : 정규확률도표(normal provability plot)을 그려 확인 한다

<정규 확률 도표>



3. 단순회귀분석실습

1)  Descriptive analysis에서 최대/최소의 비율을 확인한다.                       

Ø 최대/최소 < 10



3. 단순회귀분석실습

2) 산점도로 대략적인 직선관계 파악

Ø 산점도를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가 있다.

Ø 추정되는 상관계수는 양수임을 알 수
있다.



3. 단순회귀분석실습

3) 회귀직선의 적합도 검정 및 결정계수,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

Ø R²=0.987로 98.7%의
설명력을 가진다.

Ø P-value=0.000
귀무가설 기각

Ø P-value=0.000
귀무가설 기각



3. 단순회귀분석실습

4) 잔차의 분석 – 등분산성, 정규성



3. 단순회귀분석실습

4) 잔차의 분석 – 독립성



3. 단순회귀분석실습

5) 이상점 확인 : cook’s distance 통계점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