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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cel 상관분석

II. R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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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측정

Cov(X,Y) = 
 𝒊=𝟏
𝒏 𝑿𝒊− 𝑿 (𝒀𝒊− 𝒀)

𝒏−𝟏

- 공분산의 부호와 크기로 두 변수의 관계를 판단

∙ 부호가 양(+) :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 즉, X변수가 증가(감소)하면 Y변수도 증가(감소)

예를 들면,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크기가 클수록 두 변수는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짐

∙ 부호가 음(-) :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 즉, X변수가 증가(감소)하면 Y변수는 감소(증가)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크기가 작을수록 두 변수는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짐

∙ 크기가 0 : 두 변수는 관계가 없음

- 두 변수의 측정단위에 따라 공분산의 부호는 변하지 않지만 공분산의 크기는 달라짐

∙ 예를 들어 X의 측정단위 변화로 X의 값이 원래보다 10배 증가하면 공분산의 크기도 10배 증가

∙ X 및 Y의 측정단위 변화로 X 및 Y의 값이 각각 원래보다 10배씩 증가하면 공분산의 크기는 100배 증가

- 공분산의 크기는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이라도 측정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로
많이 이용되지 않음

Ⅰ. Excel 상관분석

1.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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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없는 두 확률변수 간의 선형성의 정도를 측정한 상관계수를
추정하고 검정하는 것을 말함

-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밀접도를 측정하는 통계량

Corr(X,Y) = 𝝆𝑿,𝒀 =
𝑪𝒐𝒗(𝑿,𝒀)

𝑺𝑿𝑺𝒀

단, 𝑺𝑿, 𝑺𝒀는 X 및 Y의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냄

-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로 두 변수의 관계를 판단

∙ 부호가 양(+) : 두 변수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 즉, X변수가 증가(감소)하면 Y변수도 증가(감소)

∙ 부호가 음(-) : 두 변수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 즉, X변수가 증가(감소)하면 Y변수는 감소(증가)

∙ 크기가 0 : 두 변수는 관계가 없음

- 상관계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짐

∙ 상관계수의 크기가 양(+)이면서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변수는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짐

∙ 상관계수의 크기가 음(-)이면서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변수는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짐

∙ 상관계수의 크기가 0이면 두 변수는 관계가 없음

- 한편,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측정단위 변화에 따라 크기 및 부호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이를 unit-free
라고 함) 많이 이용됨

2.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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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3장의 기술통계량 계산 시 사용한 자료(describe.xlsx)로 공분산 및 상관계수를 구해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describe.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왼쪽 그림)

∙ 데이터-분석-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분석 대화상자에서 상관분석(공분산분석)을
실행

∙ 이때 계열이름이 있는 셀과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모두 선택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은 상관분석 대화
상자에서 첫째 행 이름표 사용에 ☑

- 모든 공분산이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대각행렬에 있는 값은
각 변수의 분산

- 모든 상관계수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금리 간
상관계수가 0.817로 가장 크고, GDP성장률
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 간 상관계수가
0.071로 가장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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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률, 이자율, 성장률의 측정 단위를 현재 %에서 100으로 나누어 준 후 공분산 및 상관계수를 계산

- 데이터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이동/복사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이동/복사 대화상자에서 복사
본 만들기에 ☑하고 확인

- F2셀에 식 =B2/100을 입력하여 %를 100으로 나누어 주고, F2셀을 선택하고 I2셀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

- F2셀부터 I2셀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I16셀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

- F2셀부터 I16셀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복사를 하고 B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선택하여 붙
여넣기-값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공분산의 크기는 원래 크기의 10000분의 1로 축소되고, 상관계수의
크기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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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5-1-rev.R

library(openxlsx)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describe-e.xlsx")

df_dat<-data.matrix(df)

cpi<-df_dat[,2]

interest<-df_dat[,3]

gdp<-df_dat[,4]

deflator<-df_dat[,5]

df_new<-cbind(cpi, interest, gdp, deflator)

df_new

(var<-var(df_new))

df_var<-data.matrix(var)

(sd<-sqrt(diag(df_var)))

corr<-cor(df_new)

corr

df_new_1<-cbind(cpi/100, interest/100, gdp/100, deflator/100)

(var_new<-var(df_new_1))

(corr<-cor(df_new_1))

Ⅱ. R 상관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