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Excel 및 R : 단순회귀분석

I. Excel 단순회귀분석

II. R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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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이란 한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 회귀분석에서 변수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구분

- 독립변수는 확정변수로 가정하고 종속변수는 확률변수로 가정

- 회귀분석의 목적은 독립변수의 주어진 값으로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예측

Ⅰ. Excel 단순회귀분석

1. 회귀분석

2. 보통최소자승법

- 잔차(=실제치-추정치)의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잔차의 합이 0이 되는 식은 유일하지가 않음

-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회귀식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정방법을 보통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이라고 함

- 아래 그림은 단순회귀모형, 추정 회귀선 및 잔차를 나타내 주고 있음

- 단순회귀모형 회귀계수의 추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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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X 와 Y에 대한 데이터가 아래 좌측과 같을 때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회귀계수를 각각 계산해 보라

∙ A2부터 A6셀에 X 데이터를 입력하고, B2부터 B6셀에 Y 데이터를 입력

∙ A7에 =sum(a2:a6)을 입력하여  𝒊=𝟏
𝟓 𝑿𝒊를 구하고, A8에 =average(a2:a6)를 입력하여  𝑿를 구함

∙ 동일한 방법으로 B7에  𝒊=𝟏
𝟓 𝒀𝒊를 구하고, B8에  𝑿를 구함

∙ C2부터 C6셀에 𝑿𝟐를 계산하고, D2부터 D6셀에 XY를 계산

∙ C7에 sum(c2:c6)을 입력하여  𝒊=𝟏
𝟓 𝑿𝒊

𝟐를 구하고, D7에 =sum(d2:d6)을 입력하여  𝒊=𝟏
𝟓 𝑿𝒊 𝒀𝒊를 구함

∙  𝜷𝟏 =
 𝒊=𝟏
𝟓 𝑿𝒊𝒀𝒊− 𝑿  𝒊=𝟏

𝟓 𝒀𝒊

 𝒊=𝟏
𝟓 𝑿𝒊

𝟐− 𝑿  𝒊=𝟏
𝟓 𝑿𝒊

를 계산하기 위해 C10에 =(D7-A8*B7)/(C7-A8*A7)을 입력하면 1.4가 계산됨

∙  𝜷𝟎 =  𝒀- 𝜷𝟏
 𝑿를 계산하기 위해 C11에 =B8-C10*A8을 입력하면 0.4가 계산됨

X Y

2 4

3 4

4 6

5 6

6 10

(1) 추정식을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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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을 이용하면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A14부터 B18셀에 X 행렬을 만드는데, A14부터 A18까지는 상수항  𝜷𝟎추정에 필요한 1을 입력하고, 

B14부터 B18까지는  𝜷𝟏추정에 필요한 X 데이터를 A2부터 A6셀에 복사해 옴

∙ D14부터 H15셀에 X의 전치행렬을 만들고, A22부터 B23에 X’X , D22부터 E23에 (𝑿′𝑿)−𝟏, 

A26부터 A27에 X’Y를 만듦

∙ D26부터 D27을 선택하고 =MMULT(D22:E23,A26:A27) 입력하여 Ctrl + shift + Enter를 누르면 회귀계
수를 계산해 줌

(2) 행렬추정식을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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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분석 대화상자에서 회귀분석을 실행하면 아래
좌측 그림과 같은 회귀분석 대화상자가 나타남

- 먼저 종속변수의 데이터 범위를 나타내는 Y축 입력 범위에 $B$2:$B$6을 입력

- 독립변수의 데이터 범위를 나타내는 X축 입력 범위에 $A$2:$A$6을 입력

- 회귀 분석의 결과를 인쇄할 영역을 나타내는 출력 범위에 $B$29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우측 그
림과 같은 회귀 분석 결과를 출력

(3)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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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소비(단위 : 10억 원)와 소득(단위 : 10억 원)의 자료(consumption.xlsx)로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예
측하는 회귀분석을 해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consumption.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단 좌측)

∙ 데이터-분석-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여 통계 데이터분석 대화상자에서 회귀분석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회귀
분석 대화상자에서 Y축 입력범위에 $C$2:$C$18을 선택하고, X축 입력 범위에 $B$2:$B$18을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하단 우측 그림과 같은 소비함수 추정 결과가 나타남

∙ 2017년 소비를 예측하기 위하여 B21셀에 식 =b17+b18*1700000을 입력하면 2017년 소비 예측치가
1099983인 것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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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5-2.R

x<-c(2,3,4,5,6)

y<-c(4,4,6,6,10)

x;y

(n<-length(x))

(sumx<-sum(x));(sumy<-sum(y))

(mx=mean(x));(my=mean(y))

(xy<-x*y)

(sumxy<-sum(xy));(sumxsq<-sum(x^2));(sumysq<-sum(y^2))

beta1<-(sumxy-mx*sumy)/(sumxsq-mx*sumx)

beta0<-my-beta1*mx

beta0;beta1

(b1hat<-cov(x,y)/var(x))

(b0hat<-mean(y)-b1hat*mean(x))

X<-matrix(c(1,1,1,1,1,2,3,4,5,6), nrow=5, ncol=2)

Y<-matrix(c(4,4,6,6,10), nrow=5)

N<-length(Y)

X

(XPX<-t(X)%*%X)

(XPXINV<-solve(XPX))

(XPY<-t(X)%*%Y)

(beta<-XPXINV%*%XPY)

ols<-lm(y~x)

summary(ols)

Ⅱ. R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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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5-4.R

library(open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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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ion-e.xlsx")

year<-df[,1]

gdp<-df[,2]

consumption<-df[,3]

y<-ts(gdp, start=c(2000), frequency=1)

c<-ts(consumption, start=c(2000), frequency=1)

n<-length(y)

ny<-y[2:n]

nc<-c[2:n]

lagc<-c[1:n-1]

lm_s<-lm(c~y)

ols_s<-summary(lm_s)

ols_s

y0<-1700000

(chat_s<-summary(lm_s)$coef[1]+summary(lm_s)$coef[2]

*y0)

다음 장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