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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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담당자가 자사 고객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나이, 학력, 소득, 결혼 상태, 자녀 수,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집단(cluster)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다변량 분석 방법이 군집분석 (Clustering Analysis)이다. 판별분석과 군집
분석의 다른 점은 판별분석은 조사된 데이터에 개체의 집단 변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군집분석은 개체들에 대해 측정된 변수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게 되므로 집단의 개수와 집
단의 종류(이름)는 분류 후 정해지게 된다. 즉 군집분석은 개체들이 분석 전에는 어떤 그
룹에 속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군집분석은 grouping 혹은 classification 이라 불리기도
한다.
개체를 분류한다? 아래 산점도와 같이 측정 변수가 2 개라면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끼리
묶으면 될 것이다. 12 개의 개체가 아마 2 개 군집(집단)으로 분류될 것이다. 두 개체간의
Euclidean 거리를 계산(측정)하고 거리가 가까운(유사성이 높음) 개체끼리 묶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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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군집분석 개념
5.1.1 유사성
개체들의 유사성(거리)은 다음에 의해 측정한다.
▣Euclidean 거리

두 개체 사이의 우사 정도를 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 거리가 멀면 유사성(similarity)이 떨
어진다. r 번째 개체와 s 번째 개체의 Euclidean 거리 식은 다음과 같다.
d rs  [( x r  x s )' ( x r  x s )]1 / 2

▣표준화 Euclidean 거리

개체들에 대해 측정된 변수들이 단위가 다르거나 분산이 다를 경우 변수를 표준화한 후
거리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음 식은

r 번째 개체와

s 번째 개체의 표준화

Euclidean 거리이다.
d rs  [( z r  z s )' ( z r  z s )]1 / 2

▣Mahalanobis 거리

다음 식이 r 번째 개체와 s 번째 개체의 Mahalanobis 거리이고

는

within 군집 분산-공

분산 행렬 추정치이다. 거리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데 문제점은 개체를 다 분류하기 전에는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d rs  [( x r  x s )'  1 ( x r  x s )]1 / 2

5.1.2 군집분석 방법
▣비계층적 방법
군집의 중심이 되는 seed 점들 집합을 선택하여 그 seed 점과 유사성이 높은(거리가 가
까운) 개체들을 묶는(그룹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 3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사전
에 군집(그룹) 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다. 2)개체 분류는 처음 선정한 seed 점들에 의해

5.1 군집분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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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많이 받고 분석자 마다 분류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3)군집의 수와 seed 값의 위치
의 결합 조건이 너무 많아 계산이 분류를 위한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

▣계층적 방법
유사성이 가까운 순서대로 개체들을 묶어(군집화) 가는 방법으로 single-linkage clustering
방법이 이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다. Neighbor Method 은 single-linkage clustering 방법 중
하나로 다음 순서에 의해 개체를 분류한다.
(1)처음에는 개체의 수(n)만큼의 군집이 있다. 예를 들어 개체 6 개가 있고 다음은 각 개체
간 Euclidean 거리(유사성)를 계산한 표이다. 처음에는 군집이 6 개이다.

1
1

2

3

4

0.1

0.7

0.2

0.4

0.6

2
3

0.3

4
두 개체간의 거리이므로 대각 원소는 동일하다.

(2)유사성(거리)이 가장 가까운 개체를 군집으로 묶는다. 예제에서는 (3.5)가 묶인다.
(1, 2)
(1, 2)
3

3

4

?

?
0.3

4
?: 어떤 값으로 개체 집단(1, 2)와 개체)의 유사성(거리)을 측정할 것인가?

(3)개체가 군집으로 묶이면 개체와 새로 만들어진 군집과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군집과 군집
(혹은 개체)의 유사성(거리)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5 가지가 있다.
①Nearest neighbor: 두 군집의 각 개체 중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의 거리(유사성)
②Furthest neighbor: 두 군집의 각 개체 중 가장 멀리 있는 개체의 거리
③Centroid neighbor: 군집의 평균 간의 거리
④Average neighbor: 한 군집의 개체와 다른 군집 개체들의 각 거리 평균
⑤Ward’s minimum variance: 군집의 평균간 거리를 각 군집의 개체 개수의 역의 합으로 나눈
제곱근을 구한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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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est, Furthest, Centroid neighbor, Average neighbor, Ward’s minimum variance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Nearest 방법은 개체간의 거리가 가까워 개체를 묶는 경향
이 있어 군집의 수가 줄어들고 Furthest 는 군집간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어 개체
수가 적은 군집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2-3 개 방법을 사용
하여 개체의 군집화가 보다 잘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은 Average neighbor 방법이다.
(4)다음은 Nearest neighbor 방법에 의해 개체를 군집화 하는 과정이다.

1 과 3 의 거리는 0.7, 2 와 3 의 거리는 0.4 이므로 (1, 2)와 3 의 거리는 0.4 가 된다. 1 과
4 의 거리는 0.2 이고 2 와 4 의 거리는 0.6 이므로 작은 거리 0.2 가 (1, 2)와 4 의 거리이다.
(1, 2)
(1, 2)

3

4

0.4

0.2

3

0.3

4

(1, 2)의 거리는 0.4 이고 3 과 4 의 거리는 0.3 이므로 (1, 2, 4)와 3 의 거리는 0.3 이 된다.

(1, 2, 4)
(1, 2, 4)

3
0.3

3

5.1.3 군집 개수

군집의 개수를 몇 개로 하면 좋은가? 그래프적 방법으로는 나무 다이어그램(Tree
diagram)이 있고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Hotel ling’s T 2 검정이나 Cubic
Clustering Criterion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5.1 군집분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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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나무 다이어그램

위의 그림은 나무 그림(Tree Diagram)이라 하여 선의 길이는 개체간, 개체와 군집간, 군
집간 유사성(거리)이다. 이 다이어그램(diagram)에 의하면 2 개의 군집 (2, 4), (3, 5, 6, 1)으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Pseudo Hotel ling’s T 2 검정
Hotel ling’s T 2 검정 통계량은 두 집단 다변량 평균의 차이를 보는 통계량이다. 이를 군
집분석에 이용하는데…… 이와 유사 개념의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여 개체의 군집간 평균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두 군집을 합치고 유의하면 군집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CCC
Searle(1983)이 제안한 방법으로 군집의 개수와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의 산점
도를 그려 CCC 의 값이 3 이상이고 최대 값인 경우 그 때의 군집의 개수가 적당하다. 이
용 방법은 예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50 ▼

Chapter 5. 군집분석

5.1.4 판별분석과 비교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분석

개체들은 이미 분류되어 있다.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
개체들을 측정 변수에 의해 분류한다.

초기

판별 변수
목적

분석
순서

( X 1 , X 2 ,....., X P ) 분류 변수

새로운 개체를 분류 ►개체를 잘 판별할

위의 개체들을 분류 ►개체들의 특성을

수 있는 판별 변수 선택이 관건이다.

나타내는 변수들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

(1)판별분석 방법 선택 →오분류가 적은

(1)개체 분류 방법을 선택한다.

방법 사용
•Fisher method (판별 변수 선택 방법 이
용, 유의 수준을 다소 높게 설정)

•Nearest neighbor
•Furthest neighbor
•Centroid neighbor

•K Nearest Discriminant Analysis

•Average neighbor

•Logistic Regression 판별분석(변수 선택

•Ward’s minimum variance

방법 사용, 유의수준 다소 높게 설정)
(2)개체 분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

(2)군집의 개수를 정한다.
•CCC

별 변수들에 산점도(by 그룹)를 그린

•Pseudo Hotel ling’s T 2

다. 판별 변수가 2개 이상이면 주성분

•Tree Diagram

분석을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면 된
다.
(3)최종적으로 구해진 판별식에 의해 새
로운 개체를 (□△○) 분류한다.

(3)개체 분류가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산점도를 그린다. 변수가 3개 이
상인 경우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산점도 그린다. 군집 결과는 개체 분류
방법과 군집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4)각 군집에 적절한 이름을 붙인다.

5.2 군집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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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군집분석하기
56 개 피자 제품에 대해 MOIS(수분 함유 X1), PROT(단백질 함유량 X2), FAT(지방 함유
량 X3), ASH(ash 함유량 X4), SODIUM(나트륨 함유량 X5), CARB(탄수화물 함유량 X6),
CAL(칼로리 X7)를 조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56 개 피자 제품을 분류하여 보자.
[Applied Multivariate Methods for Data Analysts, Dallas E. Johnson, 1998] ▀PIZZA.SAV▄

5.2.1 계층적 군집분석

군집에 사용될 변수를 지정한다. 케이스 구별 변수를 지정한다. 아래 1, 2, 3, 4 옵션은
필요에 따라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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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일정은 가장 가까운 개체부터 묶여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3 번째는 군집 1 과 군
집 2 가 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해법에서 군집의 수를 3 으로 했으므로 각 개체의
소속 군집이 1, 2, 3 중 하나로 출력된다. “소속 군집”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Why? 필
요하지 않다.

나무 다이어그램(Dendrogram)을 출력하라는 옵션이다. 고드름 도표는 보기 복잡하고 활
용 면에서 떨어지므로 출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SPSS 출력 창에는 덴드로그램이 수직으
로 출력된다. 보기 편하기 하기 위하여 돌려 놓은 것이다. 군집을 4 개로 하면 어떨까? 불
행히도 SPSS 에서는 군집 개수 결정에 참고가 되는 통계량이 출력되지 않는다. 사실 통계
량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군집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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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방법은 중심점 군집화(Centroid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사성(거리)는
Euclidian 제곱 거리를 사용하였다. 어느 방법이 최선? 아무도 모른다. 값의 표준화 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군집에 사용되는 변수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덴드로그램을 보고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소속 군집을 출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덴드로그램을 참조한 결과 군집의 개수는 4 개였다. 이제 “소속군집”에서 “단일해법”에서
군집의 수를 4 로 하여 군집분석을 재실시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내에 군집 변수가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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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군집 이름 부여하기
개체 군집 결과를 위의 출력 형태보다는 그래프로 보면 이름을 붙이기가 더 쉬울 것이
다. 개체 군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산점도를 그려 보자. 그런데 불행히도 각 피자에 대해
측정 변수가 7 개(MOIS, PROT, FAT, ASH, SODIUM, CARB, CAL)이므로 하나의 산점도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군집분석에서는 분류 변수(군집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를 선택한다
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유용한 그래프 산점도를 어떻게 그리지? 변수가 2 개라면 몰라도… 아 어떻게 하지. 고
민하지 말자. 우리는 변수의 개수를 축약하는 방법인 주성분분석을 알고 있다. 주성분분석
에 의해 분류 변수를 축약하고 주성분분석으로 산점도를 그리자. 주성분 개수가 2 개 이하
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3 개라도 산점도 2 개만 그리면 되니 별 문제는 없다.
주성분 2 개만 구하여 군집 결과를 출력해보자.

5.2 군집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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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점수 계수 크기를 이용하여 제일 주성분은 영양소 함유량 변수(?), 제이 주성분은
칼로리 변수라 이름을 부여하였다.

제일 주성분, 제이 주성분의 산점도를 그려보자. 산점도의 점 표시 변수는 군집 변수
(CLU*_1)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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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이 명확히 구별된다. 집단 1 은 영양소 함유량 높고 칼로리 높은 피자이다. 제일 주
성분에 의해 군집이 나누어진다. 제이 주성분은 집단 2 와 4 를 구별하지 못한다.

만약 군집의 개수를 3 으로 하여 산점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5.2 군집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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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Faster Cluster 군집분석
Faster clustering 방법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계층적 군집(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
과는 [유사성(거리)이 가까운 개체들을 차례로 군집으로 묶어가는 방법] 달리 비계층적 군
집(non-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이다. 우선 seed 를 정하고 이 seed 에 가까운 개체들을
군집으로 묶는다. 그러므로 군집의 개수를 분석 전에 정해야 하며(number of clusters) 군집
의 크기(size: 이는 radius 로 설정)를 정해 주어야 한다. 비계층적 군집 방법의 순서는 다
음과 같으며 SAS 에서는 FASTCLUS 에서 이 방법으로 군집분석할 수 있다.
Faster Cluster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STEP1)군집 seeds 가 선택된다. 초기 seed 의 개수는 분석자가 정해 주는 개수대로 된다.
MAXCLUSETRS=2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 초기 SEED 개수는 2 개이다.

(STEP2)개체들을 가장 가까운 군집 seeds 에 묶는다. 만약 이 경우 DRIFT 옵션을 쓰면
seed 가 임시 군집의 평균으로 옮겨가며 개체를 묶는다.

(1)이 (2)보다 거리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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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일단 개체 군집이 끝나면 군집 개체의 평균을 SEED 로 하여 개체를 다시 분류한다.

(STEP4)군집이 끝나면 STEP 2)-STEP3)을 반복한다. 다음 STEP 에서는 SEED 가 빨강에서
초록색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위의 STEP 을 반복한다. MAXITER 옵션이 없으면 개체가 군
집 분류가 이전과 같을 때까지 반복한다. MAXITER=3 이라 하면 위의 STEP 을 3 번 반복
한다.

Non-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의 또 하나의 결점은 자료 입력 순서에 따라 군집이 달라
지므로 RANDOM 이라는 옵션을 사용해 자료 입력 순서를 바꾸어 가며 군집하게 한다.

EXAMPLE 5-1

K-평균 집단 비계층적 군집분석

[Applied Multivariate Methods for Data Analysts, Dallas E. Johnson, 1998] ▀PIZZA.SAV▄

K-평균 군집분석에서는 다음 옵션만 설정하면 된다. 군집의 개수는 4 개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구한 주성분에 의해 산점도를 그려보자. 계층적 군집분석과 결과가 유사해 보인다.
이는 계측적 군집분석에서 개체 분류 시 Centroid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5.2 군집분석하기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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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차원척도법
다차원 척도법(MDS: Multi Dimensional Scaling)이란 n 개의 개체를 저 차원 가시적 공
간(일반적으로 2 차원)에 나타내는 방법이다. 각 개체간 유사성(similarity) 혹은 거리는 저
차원으로 옮겨지더라도 원래 유사성 크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Underarm Deodorant 생산 회사에서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각 제품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
한지(가까운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품의 각 분야
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다. 즉 향기, 냄새 제거 정도, 사용 편리 정도, 옷에 묻어나는
정도 등을 10 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이 점수들을 이용하여 제품의 유사성 정도를 2 차
원 공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개체간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metric 방법과 non-metric 방법이 있다.
(1)Euclidean distance ► 측정형 변수 거리 (Metric 방법)
(2)각 개체의 유사성(거리)을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한다. (Metric/non-Metric 방법)

(3)평가자 들이 개체를 마음대로 분류하게 하고 빈도로부터 유사성을 측정한다. (non-Metric
방법)
응용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사들의 이미지 측정을 통한 고객 분류
(2)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 속성이나 상품 분류에 사용
(3)인구 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기초하여 도시간 동질성 파악

5.3.1 유사성
다차원 척도법이란 n 개의 개체를 저 차원 가시적 공간(일반적으로 2 차원)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각 개체간 거리(유사성)를 측정해야 한다. 군집분석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차원 척도법은 개체의 유사성을 이차원에 표시하는 것이고 군집분석은 개체
간의 거리(유사성)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 가는 방법이다.

5.3 다차원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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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etric 방법
metric 방법은 두 개체간의 거리(유사성)를 Euclidean distance 로 나타낸다.
개체측정변수

X2



Xp

1

x11 x12



x1p

2

x21 x22



x2p

개체

두 개체 ( D1 , D 2 )간 거리는

X1











n

xn1

xn2



xnp

( x i1  x j1 ) 2  ( x i 2  x j 2 ) 2    ( x ip  x jp ) 2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각 개체간의 유사성(거리)을 리커드 척도(10 점, 100 점)를 이
용하여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즉 각 x1 , x 2 ,  , x p 가 사용자들의 주관
적인 평가 점수(리커드 척도)가 된다. Deodorant 제품을 분류할 경우 향기, 냄새 제거 정
도, 사용 편리 정도, 옷에 묻어나는 정도 등을 10 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면 이 점수가
개체들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2)non-metric 방법
개체간의 거리를 사람들이 임의로 분류한 결과로부터 만들어진 빈도로 측정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50 명이 20 개의 개
체를 임의로 분류하여 (1, 2)를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한 사람이 30, (1, 20)을 하나의 군집
으로 분류한 사람이 25 명, (2, 20)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한 사람이 45 명이라면
개체측정변수
개체

1

2



1

0

2

30

0









20

25

45



20

0

이 경우 숫자가 클수록 거리는 가깝다. 즉 개체간 유사성이 높다. MDS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는 (1-빈도/평가자수) 이것이 유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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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기본 알고리즘
각 개체간 유사성을 측정한다. 개체의 개수가 n 개인 경우 k=n(n-1)/n 개 유사성 그룹이 존재한다.

(1)유사성이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S i1 j1  S i 2 j 2  ...  S ikjk
(2)개체를 m(일반적으로 2)차원으로 공간으로 줄일 경우 개체간의 거리를 구한다. 이는 물
론 측정 변수 전체를 가지고 유사성을 측정한 2)와 다를 것이다. 2 차원 공간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STRESS 값이다.

STRESS 

2)
3)
  ( S ij  S ij )

2

i j

2)
 ( S ij ) 2

i j

Stress

Goodness of fits

20%

Poor

10%

Fair

5%

Good

2.5%

Excellent

5.3.3 예제 1
경제적 변인에 의해 도시를 군집화 하려 한다. 도시 이름, 12 개 직종 노동시간 가중
평균, 물가, 시간당 임금

▀CITY.SAV▄

http://lib.stat.cmu.edu/DASL/Datafiles/Cities.html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군집화 하려면 데이터를 전치(transpose)해야 한다. 이미 아래
상태로 입력되었다면 전치할 필요는 없지만…

5.3 다차원척도법

▼ 163

데이터가 전치되면 도시 이름이 변수이름이 되고 측정 변수 명은 CASE_LBL 이라는
변수명의 관측치로 저장된다.

이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도시를 분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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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옵션을 디폴트로 하고 모형에서만 측정 변수의 척도를 지정하면 된다. 예제 데이
터의 경우 군집에 사용된 항목들이 측정형이므로 “비율 척도” 선택하면 된다.

스트레스 값이 0.001 이므로 군집이 매우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리가 가까운 도시들은 경제 요인 ausdpyj 유사 도시라 할 수 있다. 마닐라나 홍콩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고 있다. 왜? 이것은 수집된 데이터를 관찰하거나 변수간 산점도
를 통하여 어떤 변수(항목)에서 다른 도시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3 다차원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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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의 경우 측정 단위가 다르므로 변수를 표준화 시켜 개체 간의 거리를 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를 때는 다음

에는 표준화 설정이 없다. 측정 단위가
메뉴를 사용하자.

변수(개체)를 지정한다. 데이터로부터 거리 행렬을 계산하는 옵션을 선택한다. “측도”
옵션에서는 표준화 옵션을 선택하고 “케이스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옵션 메뉴에서 “집
단 도표”를 선택하면 산점도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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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산점도와 다소 다르다. 이는 측정 변수(노동시간, 물가, 임금)가 표준화 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홍콩은 다른 도시와 구별되고 LA 와 가장 가까운 도시는 Taipei 이다.
측정 단위가 다르다면 이 방법이 더 옳다.

5.3 다차원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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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예제 2
개체 간의 거리가 정방 행렬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 절차에 의해 구하면 된다. 미
국 도시 간의 거리를 입력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다차원 척도법의 전형적인 예제 데이
터이다. ▀CITY1.SAV▄

데이터 입력은 위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입력한다. 첫 열의 데이터 이름과 2 열부터의
변수 이름은 일치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거리” 변수 하나만 측정한 형태이지만 여러 항
목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형태의 데이터 입력이 빈번히 발생한다. 데이터 입력 방법
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①아이들에게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과일이 대한 좋아함을 10 점 만점으로
, 등간 척도

측정하였다. 

②아이들에게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과일의 유사한 것부터 순위를 매겨라.
즉 사탕과 유사한 것 순위,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순위,…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5X5

행렬이

생긴다.

그것을

사람

전체로

합하면

대칭

행렬이

된다.



등간 척도
③아이들에게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과일을 묶게 한다. 이렇게 하여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묶인 회수/전체응답자)를 대칭 행렬의 셀로 한다.


등간 척도

168 ▼

Chapter 5. 군집분석

변수(개체 이름)을 “근접” 공간에 지정한다. 첫 열의 관측치와 변수 이름이 상이하면
다차원 척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행렬 모양을 지정하고 근접성을 “상이성 측도”를 선택한다. 빈도의 경우는 “유사성 측
도”로 하면 된다. 그런 경우 “비율 척도”는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원하는 출력 옵션을 선
택한다.

5.3 다차원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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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값이 0.05 이므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는 믿을만하다. 가깝
게 위치한 도시가 거리 개념에서 유사하다. 실제 지도 위치와는 전혀 다르다. Why?

5.4 대응분석
다차원 척도법이 측정형 변수들에 의해 개체들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체들을 2 차원 공간에 나타낸 것이라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두 분류
형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RXC 교차표(분할표)를 변수의 범주(수준)을 2 차원 공간에 표
시하는 방법이다.
행(일반적으로 설명변수를 위치)의 프로파일을 a i  (행퍼세트1, 행퍼세트2,..., 행퍼세트c) 이
라 하자. i  1,2,..., r 각 행의 상대적 빈도( f  k / n )를 계수로 한 주성분분석의 일종이다.
유사성의 척도인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거리: D  (a i  a j )' D 1 (a i  a j ) , D  diag (행1퍼센트,..., 행q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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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5-1

대응분석

직업별 정당(a, b, c, d)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데
이터를 얻었다.응답자 총 수 n=1980 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빈도” 변수를 “가중치 케이스”로 지정한다. 그래야 데이
터 개수가 1980 인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교차분석을 실시하자. 옵션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된다.

5.4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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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확률 0.000 이므로 귀무가설(직업과 장당 선호도는 관계
가 없다)이 기각되므로 직업별 정당 선호도의 차이는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어떤 차
이? 이는 행 퍼센트에 의존한다. 기술직, 주부는 정당 C, 다른 직종은 정당 A 를 가장 선
호한다. 다소 주관적인 여러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행과 열의 변수 범주의 군집화를 위하여 대응 분석을 실시해 보자. 대응분석을 하려면
행과 열 변수도 숫자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그냥 해보자. 변수 목록에 행과 열 변수 명
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과 행 변수를 숫자형 변수로 변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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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변수 변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변환하려는 변수를 지정하고 (2)새 이름을 적어 (3)
버튼을 누른다. 열 변수도 동일하게 하면 된다. 코딩 변경이 끝난 후 “변수 보기”(시트 왼
쪽 아래) 폴더를 열면 코딩 변경 값이 저장된 것이 보인다.

코딩 변경이 끝나면 행과 열에 변수를 지정하고 “범위지정”도 한다. 다른 옵션은 모두
디폴트로 하고 “도표” 창을 열어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실행한다.

5.4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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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호도 면에서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은 유사 개체이다. 직업 측면에서 보면 B, C
가 유사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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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군집분석

EXERCISE

Fisher 의 Iris(꽃) 데이터이다. 이것에 대해 4 가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물론 이 꽃은 어
떤 종인지 (VARIETY: S, C, V ► 3 종류) 이미 알고 있지만 종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군집분
석(계층적방법, 비계층적 방법)을 실시해 보자. 꽃잎 길이(petal length), 꽃잎 넓이(petal
width), 수술 길이(stamen length), 수술 넓이(stamen width) ▀IRIS.SAV▄

아이스크림이 31 개 종이 있다. 이들을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군집화 하려고 한다. 자료
수집 방법과 데이터 입력 방법을 논의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