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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 모형에서 설명 변수의 형태가 분류형 (범주형) 변수인 경우 이 변수들을 질적 

변수 (qualitative variable),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 혹은 가변수(dummy variable)라 하

고 자료 입력 방법이나 결과 해석 방법이 측정형 설명 변수와는 다르다. 모든 설명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면 된다. 이 경우 설명

변수들을 요인이라 한다. 

측정형 설명 변수의 경우 회귀 계수는 다른 설명 변수들이 고정인 경우 설명 변수 한 

단위 증가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 시키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나 지시 설명 

변수는 그룹에 따른 절편의 차이나 기울기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그룹에 따른 절편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지시 설명 변수 모형을 살펴 보기로 하자. 

회귀모형에서 지시변수는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 많아지면 모형 해석이 용이하

지 않으므로 1~2개가 적절하다. 만약 여러 개 지시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편의 차이만을 

보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1-2개의 설명변수와의 기울기 차이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 

 

5.1 지시 변수가 절편 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귀모형: ipipiikikiii eXXXDDDY ++++++++++= βββγγγα ...... 22112211  

○가정: ),0(~ 2σNormalei  

○ kD 는 지시변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 1) 두 값 중 하나를 갖는다. 

 
EXAMPLE 지시 변수(수준 하나)

보험 회사의 외형적인 크기(size, 단위:백만$), 회사의 형태(지시변수, mutual/stock)가 새로

운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기간(month: 0의 의미는 최초 시작 기업 의미)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INSURANCE.txt 회귀모형: eSizeTypeMonth +×+×+= 210 βββ  

 

우선 산점도 행렬을 그려 보자. 지시변수도 설명변수이므로 함께 넣고 그려야 한다. 사

이즈가 클수록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회사 형태에 따라 받아들

이는 기간이 달라진다(오른쪽이 Mutual이다). 네모 상자 안의 관측치는 이상치처럼 보인다. 

(외형적 크기 설명변수 면에서) 이 모두는 likely(일 것 같다)이다. 정확한 결론은 추후 통계

량을 이용하여 검정한 후 내려야 한다.  

Chapter 5 지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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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가 지시변수인 경우 다음 그래프(산점도와 같은 개념)를 그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산점도와 유사하지만 상자-나무 그림에서는 이상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다중 회귀에서 이상치는 어떻게 처리할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상치(영향치) 진단 통계량

을 사용하여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산점도 행렬에서 이상치가 존재함이 확연히 드러나면 

미리 제외하고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시변수가 있는 경우 산점도 행렬과 함께 다음 산점도도 유용하다. 아래 산점도는 지시

변수가 절편 항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진단할 

M          S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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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산점도이다. 측정형 설명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설명변

수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리면 된다. SYMBOL 문장은 점들의 속성을 설정한다. Symbol의 

변호는 그려지는 그래프의 순서대로 설정하게 된다. Interpolate 옵션의 RL은 Regression 

Line을 그리라는 옵션이다. Value 옵션은 점들의 모양을 설정하며 Color는 색을 설정한다. 

“=TYPE”의 의미는 변수 type을 구분하여 점을 표시하라는 의미이고 Overlay 옵션은 그래

프를 겹쳐 그리라는 옵션이다.  

 

 

관측치를 보면 설명변수(지시변수) “Type” 에 따라 회귀식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

로 이를 모형에 삽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회사의 형태에 따라 절편이 다른 모형을 

생각해 보자. SAS를 이용하여 지시변수가 있는 회귀모형 추정은 GML procedure와 REG 

procedure를 사용할 수 있는데 모형 추정 시는 GLM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옵션 

SOLUTION은 회귀계수를 추정하라는 말이다. 이 옵션이 없으면 회귀계수를 추정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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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와 TYPE 변수는 모두 유의하다. 회사 크기가 커질수록 받아들이는 기간이 짧아짐

을 알 수 있다.(회귀계수 -0.1017, 음의 부호) 그리고 type이 mutual인 경우 받아들이는 기

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 잔차분석 및 이상치 진단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문제 없었다면 추정 회귀모

형은 다음과 같다. 

SizeMonth 1017.093.41 −= (기업이 stock)  

SizeMonth 1017.087.33 −= (기업이 mutual) 

잔차분석 및 이상치 진단을 위해서는 REG procedure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REG에

서는 모든 설명변수는 숫자이어야 한다. 그럼 어떤 값으로 넣을 것인가? 만약 Mutual 인 
경우 D=1, Stock이면 D=0으로 한다고 하자. eSizeDMonth +×+×+= 210 βββ  1β 이 유의하고 

1̂β 으로 추정되었다면, Mutual 경우 추정 회귀 모형은 SizeY ×++= 210
ˆ)ˆˆ(ˆ βββ  Stock 경우 추

정 회귀 모형은 SizeY ×+= 20
ˆˆˆ ββ 가 된다. 

 

 

Mutual인 경우 D=1, Stock이면 D=2으로 한다고 하자. eSizeDMonth +×+×+= 210 βββ  모

형은 동일하다. 그러나 D=1(기업이 stock)이면 절편이 1β 만큼 늘어나고 D=2(mutual) 절편

이 12β 만큼 늘어난다. 즉 추정 회귀계수는 위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최종 회귀모형은 이

전과 동일하다. 

SizeMonth 1017.0)056.899.49( −−= (기업이 stock, D=1)  

SizeMonth 1017.0)056.8*299.49( −−=  (기업이 mutual, D=2) 

D=1(기업이 stock)이면 절편이 1β 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음수이므로 8.06만큼 줄어든다. 

eSizeDMonth +×+×+= 210 ββ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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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준이 2개 있을 경우에는 1,0=D 으로 코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준

이 3개 이상인(예: 회사의 종류가 mutual, stick, bank) 경우에는 지시변수(가변수)가 2개 필

요하다. 즉 수준 수에서 하나 줄어든 개수만큼 지시변수가 필요하다. 회사의 종류가 3개인 
경우(mutual, stock, bank) 지시변수 )(3),(2),(1 bsmD =  하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지시변

수 두 개가 필요하다. 
⎜
⎜
⎜

⎝

⎛
=

b
s
m

dd
  ),0,1(
  ),1,0(
  ),0,0(

),( 21  

 

5.2 지시 변수가 절편 항은 물론 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눈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기

울기가 다르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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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 형태에 따라 Size의 회귀 계수가 다르면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을 것이다. eDSizeSizeDMonth +××+×+×+= 3210 ββββ  그러므로 만약 1β , 3β  모두 유

의하다면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Mutual 기업) SizeMonth ×+++= )ˆˆ()ˆˆ( 3210 ββββ    

(Stock 기업) SizeMonth ×+= 20
ˆˆ ββ  

       

 

기업 형태별 기울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만약 유의하였다면 Mutual인 경우 Size의 

기울기는 -0.1015이고 Stock의 경우는 -0.10195이다. 

 

 위의 작업을 SPSS 이용하여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자. 

(1)산점도 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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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귀모형 추정하기  

우선 지시변수를 (0,1)이 되도록 변수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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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예제 

 

 
EXAMPLE 지시 변수(기울기 변환)

마력(Horse Power)이 자동차 가격(가격에 Log 취한 값, 가격은 우로 치우친 형태의 자료

이므로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시 Log 변환을 해 종속 변수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

보고자 한다. 이 관계에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 자료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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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시변수 만들기 

 

 

지시 변수의 수준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지시 변수만으로는 집단을 구별할 수 

없다. 즉 2,1,0=D 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0, 1, 2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시변수 

수준이 3개 이상인 경우 (수준-1)만큼의 지시 변수가 필요하다. 위의 자료의 경우 type은 3 

수준 (coupe, sedan, hatchback)이므로 회귀 모형에서는 두 개의 지시 변수가 필요하다. 

sedandd
coupedd
hatchbackdd

:12,01
:02,11
:02,01

==
==
==

 

 

5.3.2 적절한 산점도를 그리기 

 자동차 형태별로 기울기, 절편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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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산점도로부터 적절한 회귀 모형 설정 

eHPDHPDHPDDice ++++++= **Pr 2514322110 ββββββ   

sedandd
coupedd
hatchbackdd

:12,01
:02,11
:02,01

==
==
==

 

 

5.3.4 모형 및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 

 

 

 

가장 유의하지 않는 D1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 모형을 다시 추정한다. 

 

 

유의수준 0.1 하에서 모든 설명 변수가 유의하다. 이제 추정된 회귀모형을 적어보자. 

212
Pr

*0175.0*0054.00212.0*804.3746.5^ DHPDHPHPD
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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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잔차 분석 실시 

 

 

(이상치 2개 제외하고) 

별다른 패턴을 보이지 않으므로 회귀모형 가정들을 만족하므로 추정된 회귀 모형은 적

절하다. 오차의 정규성을 만족한다.  

 

이상치가 2개 존재한다.(15번째, 32번

째) 이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자. 

3번째, 33번째가 다시 이상치이나 2에 

가까우므로 2개만 제외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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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최종 회귀모형  

 

212
Pr

*022.0*0054.0021.0*61.4746.5^ DHPDHPHPD
ice

−+++= , 
sedandd
coupedd
hatchbackdd

:12,01
:02,11
:02,01

==
==
==

 

HP
ice

021.0746.5^
Pr

+=  (Hatchback 자동차) 

HP
ice

)022.0021.0()61.4746.5(^
Pr

−++=  (Sedan 자동차) 

HP
ice

)0054.0021.0(746.5^
Pr

++=  (Coupe 자동차)  

마력은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쳐 마력이 높을수록 자동차 가격은 높아진다. 특히 

COUPE의 경우 마력당 자동차 가격 상승률이 다른 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자

동차 종류에 따른 마력과 자동차 가격을 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자. 데이터에서 설명

변수의 마력은 103~225이므로 100~230으로 x-축을 하자. 

 

  
항상 동일 마력인 경우 Hatchback 자동차의 가격이 다른 종류의 차에 비해 항상 낮다. 

마력이 170(정확하게 수식으로부터 계산해야 하지만)이후부터 Coupe 차량 가격이 가장 높

다. 최종 회귀모형의 산점도는 초기 산점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Hatchback 차량의 회

귀모형과 Coupe 차량의 추정회귀모형의 절편은 동일하나 마력=0인 곳이 절편이므로 마력

=100부터 그린 산점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REGRESSION / 5장. 지시변수          ▼ 131 

 
Prof. Sehyug Kwon, Dept. of Statistics, HANNAM University 
http://wolfpack.hannam.ac.kr @2005 Spring  

 

 

 

5.4 COMMENT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설명변수에 대해 기울기가 다른가 동일한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산점도를 지시변수에 의해 그리면 된다. 지시변수가 2

개 이상이거나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시변수의 수준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다소 

복잡해지므로 지시변수가 들어간 모형은 다음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①지시변수가 하나이고 수준 수가 3개 이하이면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이어도 분석이 용

이하다. 그리고 각 설명변수의 기울기가 다른 모형도 고려할 수 있다. 

②지시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설명변수 하나인 모형만 다루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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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8-1 DUE 5월 2일(월)

다음은 비누 생산 공정으로부터 측정된 자료이다. 두 생산 라인(I, 2)에서 생산 속도( 1X )가 

토막 양(Y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SAS 이용하기) 

①적절한 산점도를 그리고 적절한 회귀모형을 적으시오. 

②제시된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잔차 분석을 실시하시오. 

③최종 추정회귀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 회귀식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HOMEWORK #8-2 DUE 5월 2일(월)

INDICATOR.xls 데이터에 주 이름, Y(종속변수), X(설명변수), 그리고 지시변수 G(지역; 1, 

2, 3, 4)가 있다. (SPSS 이용하기) 

①적절한 산점도를 그리고 적절한 회귀모형을 적으시오. 

②제시된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잔차 분석을 실시하시오. 

③최종 추정회귀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 회귀식을 그리고 해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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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