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서의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 방법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전산통계학협동과정

의학통계학전공

송    미    경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서의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 방법 비교

지도  정  인  경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전산통계학협동과정

의학통계학전공

송    미    경



송미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12월    일



- i -

차       례

표 차례 ......................................................................................................... iii

그림 차례 ..................................................................................................... iv

국문 요약 ..................................................................................................... v

제 1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1.3 논문의 구성 .......................................................................................... 2

제 2장 이론적 배경 ..................................................................................... 3

 2.1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 3

 2.2 모형 적합도 검정 통계량 ...................................................................... 5

  2.2.1 Pearson의 방법 ................................................................................. 6

  2.2.2 Fagerland와 Hosemer, Bofin의 방법 ................................................... 6

  2.2.3 Bull의 방법 ..................................................................................... 8

  2.2.4 Pigeon과 Heyse의 방법 ..................................................................... 9

제 3장 모의실험을 통한 비교 ........................................................................ 11

 3.1 개요 .................................................................................................... 11

 3.2 귀무분포 ............................................................................................... 12

  3.2.1 모의실험 방법 .................................................................................. 12

  3.2.2 결과 ................................................................................................ 15



- ii -

 3.3 검정력 .................................................................................................. 28

  3.3.1 주효과 항 생략 ................................................................................ 28

  3.3.2 제곱항 생략 ..................................................................................... 29

  3.3.3 교호작용 항 생략 .............................................................................. 29

  3.3.4 결과 ................................................................................................ 30

제 4장 실제 자료 분석 .................................................................................. 35

 4.1 자료 설명 ............................................................................................. 35

 4.2 결과 ..................................................................................................... 36

제 5장 결론 및 고찰 ..................................................................................... 41

참고 문헌 ..................................................................................................... 45

영문 요약 ..................................................................................................... 46



- iii -

표  차  례

표 1. 관측 빈도수 및 기대 빈도수를  그룹으로 구성한 자료 구조 .................. 5

표 2.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로짓 함수의 회귀계수 ........................................... 13

표 3.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유의수준   )
............. 18

표 4.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 19

표 5.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2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유의수준   )
.............. 20

표 6.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2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 21

표 7.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유의수준   )
.............. 22

표 8.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 23

표 9.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2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유의수준   )
.............. 24

표 10.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2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 25



- iv -

표 11. 주효과 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명목수준   )
......................... 32

표 12. 제곱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명목수준   )
............................. 33

표 13. 교호작용 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명목수준   )
..................... 34

표 14. 대뇌 미세출혈 자료 ........................................................................... 36

표 15. 대뇌 미세출혈 자료에 대한 다항 로짓 회귀모형

       (4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 38

표 16. 적합도 검정 통계량 및  값(4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 39

표 17. 대뇌 미세출혈 자료에 대한 다항 로짓 회귀모형

       (1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 39

표 18. 적합도 검정 통계량 및  값(1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 40

그  림  차  례

그림 1. U(-1, 1), 모형 3에 대하여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검정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 및 귀무분포
........ 26

그림 2. U(-1, 1), 모형 3에 대하여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일 때, 

        검정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 및 귀무분포
........ 27



- v -

국 문 요 약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서의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 방법 비교

  다항 로짓 회귀모형은 범주형 자료인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는 기준 범주 대비 다른 범주들의 

쌍을 통해 형성된 로짓 함수들로 정의된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통해 질병에 관한 여러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이를 통계학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적합도 검정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 적용 가능한 적합도 검정 방법들 중 그룹

화 전략을 이용한 세 가지 방법인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 Bull(1994), 

Pigeon과 Heyse(1999)의 방법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있다. 선정된 세 가지 방법들 

중 Bull(1994), Pigeon과 Heyse(1999)의 방법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gerland와 Hosemer, 

Bofin(2008)의 방법과 나머지 두 통계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또

한 기준의 목적인 Pearson(1900)의 방법에 대해서도 위의 세 방법과 더불어 그 결과

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종속변수의 범주 수를 4에서 5로, 독

립변수의 개수를 1에서 2로 확장하였고 그룹화 전략을 사용하는 통계량들이기 때문에 

그룹의 수를 5와 10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효과를 보았다. 그 결과, Pearson(1900)의 

방법은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 귀무분포가 저자에 의해 언급된 분포와 상

당히 벗어남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의 방법은 범수주

와 독립변수의 수가 확장됨에 따라 적절치 않은 값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모의실험

을 통해 얻어진 통계량의 분포가 저자들이 제시한 분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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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1994), Pigeon과 Heyse(1999)의 방법은 제시된 통계량들의 분포에 비해 왼쪽으

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정력의 경우, Pearson(1900)의 방법

은 가정된 모든 상황에서 매우 낮은 검정력을 보였으며,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나머

지 세 통계량에서는 공변량의 분포 형태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효

과 항을 생략하였을 때, Bull(1994), Pigeon과 Heyse(1999)의 방법이 더 나은 검정력

을 보였고, 제곱항을 생략하였을 때는 세 통계량 모두 적절한 검정력을 보였으며, 교

호작용 항을 생략하였을 때는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의 방법이 다른 통계

량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검정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다항 로짓 회귀모형, 적합도 검정, 그룹화 전략, 귀무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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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많은 분야에서 로짓 회귀모형은 범주형 자료인 종속변수와 범주형 또는 연속형 독

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

른 분야에 비해 특히 의학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자료가 많이 존재하며, 

때로는 연속형 데이터를 양분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항 종속변수, 예를 들어 생존 또는 사망이나 질병의 발병 여부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점차 다양한 질병 상태나 특정한 결과와 같은 다항 종속변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

항 로짓 회귀모형이다. 연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적합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 시킨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모형의 적합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항 

종속변수에 대한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 외에도 몇몇 학자들이 

기존의 방법을 수정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되어 있

는 적합도(goodness-of-fit) 검정 방법들 중 그룹화 전략(grouping strategy)을 이용

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적합도 검정 방법들 중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모의실험

을 통해 귀무분포(null distribution) 및 검정력(power)이 이미 확인된 통계량은 다

른 상황에 대하여 재확인하며, 다항 로짓 회귀모형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두 

통계량에 대해서는 그들의 귀무분포 및 검정력을 확인한다. 이때 이러한 각 방법들에 

대해 종속변수의 범주 수와 독립변수의 수 그리고 그룹 수를 달리하여 비교, 평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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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준으로써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피어슨  통계량, Hosmer와 Lemeshow(1980)의 방법과 피어슨  통계량을 

이용한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의  통계량, Hosmer와 Lemeshow(1980)의 

예측 확률로부터 그룹화하는 전략을 확장하여 얻어진  통계량(Bull, 1994), 피어슨 

 검정 통계량의 과소산포(underdispersion)를 보정한   통계량(Pigeon과 Heyse, 

1999)을 고려한다. 이러한 방법들 중  통계량만이 모의실험을 통해 다항 로짓 회

귀모형 상황에서의 귀무분포 및 검정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두 통계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종속변수의 범주 수와 그룹의 수, 독립변수의 수

를 다르게 설정한 후,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적합 시킬 때 각 통계량들은 자

신의 귀무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통계량 값들

의 귀무분포와 저자들이 제시한 분포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상황 속에서 적

절하지 않은 회귀모형을 적합 시켰을 때, 각 방법들이 이를 얼마나 잘 판별하는지 그

리고 다른 두 통계량이  통계량과 유사한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 대한 간단한 이론 및 앞으로 사용

될 표기를 언급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검정 통계량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각 통계량들에 대한 식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2.2절에서 소개한 네 가지 

방법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모의실험 설계방법 및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대뇌 미세 출혈 자료에 대하여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

한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및 고찰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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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다항 로짓 회귀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란 회귀 분석의 한 종류로 종속변수가 범주형 자료의 가장 일

반적인 형태인 이항자료이며 이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이항이 아닌 다

항으로 확장된 경우를 다항 로짓 회귀모형이라고 한다. 이런 다항 로짓 회귀모형은 

코호트(cohort)나 환자 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를 포함하여 다양한 임상연

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종속변수가 명목형 형태인 에서  까지의 가능한 개의 범주를 가지며 개의 

독립적인 예측 변수      가 있다고 하자. 이때 기준 범주를 가 일 

때로 놓으면, 기준 범주에 대한  범주의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        …  
  

                                                        

  이처럼 명목형 종속변수에 대한 로짓 모형은 임의로 한 기준 범주에 대한 나머지 

각 범주와의 짝을 지어 로짓을 정의하며 이는 기준 범주에 비해  범주에 속할 확률

을 로짓을 통해 선형함수로 연결한다. 다항 로짓모형은 평행회귀를 가정하지 않기 때

문에, 이는  개의 개별범주에 대한 확률함수로 이루어지며 각 확률함수마다 서로 

다른 회귀계수들을 갖는다. 즉, 기준 범주와 짝지어지는 다른 범주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로짓 함수를 이용하여 조건부 에 대한 각 종속변수의 

범주에 속할 다항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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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기서 실제 얻어지는 종속변수 및 예측 확률은 개의 범주에 대한 합이 모두 이 

되어야 하는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와 
 

 

   이 성립해야 함

을 의미한다. 이를 개의 독립적인 표본에 대해 고려해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표기

를 (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다

음과 같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여기서 는 가  범주에 속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 외의 범주에 속할 경

우는 의 값을 갖는다(    …      …   ).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라 표기하며, 모형을 적합한 후 얻어진 을 이용하여 각 개체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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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관측 기대 관측 기대 ⋯ 관측 기대
1     ⋯    

2     ⋯    

⋮ ⋮ ⋮ ⋱ ⋮

     ⋯    

종속변수의 범주에 속할 예측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    
    …   으로 나타낼 것이다.

  2.2 모형 적합도 검정 통계량

  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 관심 있는 종속변수와 이에 영향

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 독립변수들 간의 모형 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한 회

귀모형 식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분석에 얼마나 유용

한 척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모형의 적합도 검정이다. 이에 관하여 잔차 분석이나 

총괄적인 적합도 검정, 또는 다른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진단 방법 등과 같은 몇몇 검

정 통계량이 존재한다. 현재 밝혀진 검정 통계량들 중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방법들

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룹화 전략이란 Hosmer와 Lemeshow(1980)가 고안한 방

법으로, 각 개체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들을 그룹으로 묶어 그 

그룹들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룹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통계량에서 사

용되는 그룹화 방법이 다르다. 이에 대한 것은 각 통계량의 소개에서 자세히 다룰 것

이다. 그룹화 전략을 통해 그룹으로 형성된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를 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 

표가 만들어지게 된다.

표 1. 관측 빈도수 및 기대 빈도수를  그룹으로 구성한 자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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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소개될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세 개의 통계량들은 모두 위와 같은 형태의 

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표를 기반으로 각 통계량이 얻어진다. 

  

  2.2.1 Pearson의 방법

  피어슨  통계량은 피어슨의 곱적률상관계수(product-moment correlation)로 알려

져 있으며, 영국인 통계학자 Karl Pearson이 1900년에 제안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적합도 검정 예를 들어, 한 모형을 다른 추가적인 효과를 가지는 모형과 비교하거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는 모형을 선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통계

량 역시 실제 관측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를 이용한 방법이며,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이는 보통 자유도  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 방법의 경우는 산출

되는 기대 빈도수가 너무 작을 경우, 언급된 카이제곱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2.2.2 Fagerland와 Hosemer, Bofin의 방법

  종속변수가 이항인 경우에는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다. 그러

나 종속변수가 다항인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그룹화 

전략이 존재한다. 즉, 어떤 특정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연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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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방법들 중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이 제시한 것은 예측 확률들

의 합 즉, 
 

 

    을 이용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

로 개의 그룹이 있다면 첫 번째 그룹은 가장 작은 합의 값을 갖는 만큼의 개체 

데이터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룹은 그 다음으로 작은 합의 값을 갖는 

만큼이 포함되게 된다. 여기서 이 정수의 값이 아닐 경우 각 그룹들은 같은 

수의 개체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록 통계량의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각 그룹의 크기들이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이용하여 그룹을 형성하면, 표 1에

서 나타낸 × 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칸에 들어갈 각 종속변수의 범주들

에 대한 관측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이때     … ,      …  이며, 는  그룹에 속한 개의 개체 자

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얻어진 관측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에 대하여 피어슨  통계

량 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통계량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자유도   ×  을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

르는 것이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 검정 통계량은 종속변수가 이항 자료인 

것에 대하여 분석할 경우 Hosmer와 Lemeshow(1980)의 방법에 비해 검정력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검정에 사용되는 그룹의 수에 다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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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있다(Hosmer, D. W. and Hjort, N. L.;2002, 

Fagerland, M. W. Hosmer, W. H. and Bofin, A. M.;2008).

  

  2.2.3 Bull의 방법

  Bull(1994)은 Hosmer와 Lemeshow(1980)의 그룹화 전략을 확장한 것을 다항 로짓 회

귀모형에 대한 총괄적인 적합도 검정 방법으로써 제시하였다. 여기서 Hosmer와 

Lemeshow(1980)의 그룹화 전략의 주된 방법은 예측 확률을 기반으로 개체들을 그룹화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통계량 값을 얻는다. 이러한 그룹화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하나는 그룹의 수를 10으로 사용할 경우 예측 확률을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여 처음 가장 작은 값부터   까지의 개체에 대한 값을 첫 번째 그룹으

로 할당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진행되며 최종적으

로 마지막 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만큼의 개체가 포함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룹의 수를 10으로 사용할 경우,      …  
절사점(cutpoints)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절사점과 모든 개체들에 대해 얻어진 예측 

확률들을 비교하여 그룹으로 구분 짓게 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은 0.1보다 작

거나 같은 예측 확률을 갖는 모든 개체들이 포함되며, 같은 결과로 마지막 그룹은 

0.9보다 큰 예측 확률을 갖는 모든 개체들이 속하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는 전

체 개체들의 수를 할당시키고자 하는 그룹의 수로 나누어 그 만큼으로 그룹을 구분하

기 때문에 각 그룹에 속할 개체의 수가 균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 번

째 방법의 경우는 절사점과 예측 확률을 비교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그룹에 

속하는 개체의 수가 균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만일 대다수의 개체에서 예측 

확률이 0.5 미만으로 나올 경우 0.5 이상의 값이 적으므로 6 - 그룹에 할당되는 개

체의 수가 1 - 5 그룹에 속할 개체들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화 전략을 통해 개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칸에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포함되는 × 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표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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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다. 이때, 각 칸에 들어갈 관측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는 2.2.2절에 표기해

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의 식은 근사적으로 자유도   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이 통계량의 경우는 이항 로짓 회귀모형에서의 모의실험에 대한 결

과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방법 역시 종속변수가 이항일 경우 그룹화하는 방법이 명확하나, 다항일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 값에 약간

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종속변수의 각 범주에 

속할 예측 확률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관심있는 공변량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 또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Pigeon, J. G.  and Heyse, J. F.;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화의 기준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자 한다.

  2.2.4 Pigeon과 Heyse의 방법

  Pigeon과 Heyse(1999)의  통계량은 로짓 회귀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합

도 검정 방법인 피어슨  통계량을 보정한 것이다. 피어슨  통계량의 문제는 종

속변수가 다항 범주를 가지는 로짓 회귀모형에서 모든 개체들이 각 종속변수의 범주

에 속할 확률이 비슷할 경우에만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각 개체들이 각 종속변수의 

범주에 속할 서로 다른 확률을 가지는 경우 피어슨  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량은 개체마다 종속변수에 속할 확률

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또한 피어슨  통계량의 경우 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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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관측 빈도수 의 분산인 
 



     이 다항 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얻어지

는 분산인        
 



  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각 범주의 관측 빈도수 

는 각 개체가 각 범주에 속할  가 같다는 다항 분포의 상황에서 산포가 더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통계량은 피어슨  통계량의 분모에 과소산포

를 보정해줄 수 있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항 분포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통계량은 각 그룹의 변동을 보정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어, 다항 로짓 회귀모형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았던 그룹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통계량을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 방법으로 확장하기 위

하여 Hosmer와 Lemeshow(1980)의 그룹화 전략을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며,  는  그룹 내의 개체들에 대한  의 평균

이다. 이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자유도   ×  을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량은 종속변수가 이항인 경우에 대한 결과뿐 아

니라 다항인 경우에 대한 결과도 기존에 언급된 바 없으며, 단지 예제를 통하여  

통계량과의 결과 비교만이 제시되어있다(Pigeon, J. G.  and Heyse, J. F.;1999).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이 통계량 역시 여러 기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를 이용하여 그룹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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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모의실험을 통한 비교

  3.1 개요

  3장에서는 2.2절에서 언급한 피어슨  통계량과 그룹화 전략을 이용하는 세 개의 

통계량에 대한 비교 및 평가를 하고자 한다. 2.2.2절에서 언급한 통계량의 경우는 기

존 연구결과에서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3개이고 독립변수의 수가 하나일 때 통계량에 

대한 귀무분포 및 검정력이 확인되었으며, 2.2.3절과 2.2.4절에서 언급한 두 통계량

의 경우는 모의실험 결과가 아닌 예제를 통하여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3개이고 독립

변수의 수가 2개일 때의 적합도 검정 결과만이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수의 범주 수를 4와 5로 독립변수의 수를 1과 2로 확장하여, 범주의 수와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량 값들의 귀무분포가 저자들이 제시한 분포를 잘 따르는지 

그리고 검정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 각 통계량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비교, 평가하

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량들이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것이므로 

그룹의 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룹의 수를 5와 10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은 크게 두 부분에 대하여 진행되는데, 하나는 적합 시키는 모형이 올바른 

모형일 때 예상되는 분포의 타당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인 로짓 

회귀모형과 부적절하게 적합된 모형 사이에 발생하는 적합성 결여를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검정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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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귀무분포

  3.2.1 모의실험 방법

  올바른 모형을 적합 시킬 때, 각 통계량의 분포는 각각 자신의 귀무분포를 따르게 

된다. Fagerland와 Hosmer, Bofin(2008)의 방법인 는 자유도가   ×  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제시되어 있다. Bull(1994)의 방법인 은 자유도가 

  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Pigeon과 

Heyse(1999)의 방법인  은 자유도가   ×  인 카이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올바른 모형을 적합한 후, 각 방법들을 이용한 분석을 1000번 반복하여 얻어

진 통계량 값들의 실제 귀무분포가 저자들이 제시한 각 통계량의 분포와 유사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의 자료를 얻기 위해 로짓 함수를 이용하는데,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4인 

경우의 로짓 함수는

     

     

     

이고,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5인 경우의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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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1.40 0.25 0.20 0.30 1.80 0.30 0.00 1.00

2 0.50 -0.20 -0.40 0.80 -0.20 0.10 0.00 1.00

3 -2.10 -0.20 -1.10 -0.35 -1.90 -0.21 0.00 1.00

  여기서 회귀계수      은 같은 값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같

은 상황에서 단지 범주 수가 하나 늘었을 때 어떠한 경향을 가지는지를 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범주 수가 5개가 되었을 때 추가되는 로짓 함수는 상수항

의 효과를 배제하고 오로지 독립변수 하나만의 효과를 추가하였다. 또한 범주 수가 4

에서 5로 증가하는데 순수한 독립변수의 효과만을 추가하고자 그 회귀계수를 1로 설

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순수한 독립변수 효과만큼의 영향을 받

는 범주 수가 하나 더 늘어난 다항 로짓 회귀모형 상황에서 각 통계량들은 제시된 분

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의 로짓 함수에서의 회귀계수는 다음 표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미리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회귀계수들

을 선정하였다(Hosmer, D. W. and Hjort, N. L.;2002, Fagerland, M. W. Hosmer, W. 

H. and Bofin, A. M.;2008). 

표 2.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로짓 함수의 회귀계수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독립변수 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 개의 분포를 이용하였는

데, 첫 번째 분포는 범위가 -6에서 6인 균등분포이고, 두 번째 분포는 범위가 -1에서 

1인 균등분포, 세 번째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 마지막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이다. 분포를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균등분포와 정

규분포 내에서 좁고 산포가 작은 것과 넓고 산포가 큰 것에서 독립변수 를 생성하

기 위함으로 분포에 따라 생성되는 독립변수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포는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사용하였던 분포들을 참고하였다(Hosmer, D. W. and 

Hjort, N. L.;2002, Fagerland, M. W. Hosmer, W. H. and Bofin, A. M.;2008).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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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로짓 함수와 미리 설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항 

로짓 예측 확률을 구한다. 그리고 범위가 0에서 1인 균등분포에서 임의의 를 생성

하여 이 값과 식을 통해 구한 다항 로짓 예측 확률을 비교한 후, 종속변수의 값을 결

정한다. 이때 범주 수가 4인 경우는 

 

          

         ≤     

       ≤   

     ≤ 

의 기준을 통해 종속변수의 값을 구하고, 범주 수가 5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       

         ≤     

       ≤   

     ≤ 

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값을 결정한다. 각 상황에 대한 표본 크기는 100과 400으로 나

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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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결과

  범주 수가 4와 5일 때, 독립변수의 수가 1과 2일 때, 그룹의 수가 5와 10일 때, 각 

통계량들의 귀무분포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모의실험의 결과는 표3 - 표 10에 제시되

어 있다. 우선 피어슨  통계량은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의수준 5%에 

대해 일부 적절한 값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큰 차이로 만족하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평균 역시 일부는 비슷한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에서는 큰 차

이를 두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기존에 범주 수가 3이고 독립변수의 수가 1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되었던 

 통계량에 대한 것으로, 범주 수가 3이었을 때에 비하여 범주 수가 4나 5인 상황

으로 갈수록 유의수준 5%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분율(%)이 조금씩 

더 적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4인 것에 

한해서 독립변수의 수가 1개인 경우에 비해 2개로 늘어나는 경우는 조금 더 좋지 않

은 경향을 보인다.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5인 경우 독립변수의 개수에 상관없이 유의

수준 5%에 비슷한 경향을 띠나, 독립변수의 수가 1인 경우 대체로 유의수준 5%에 만

족하지 않는 적절치 못한 값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통계량에서 그룹의 수

는 5일 때나 10일 때 모두 유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의 경우에는 

범주 수가 4이며 독립변수가 1개일 때, 대체로 제안된 분포의 평균값과 유사한 결과

를 보인다. 크게 벗어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안된 분포의 평균 근처

에 평균 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위

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의수준에도 만족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평균에

서도 다소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주 수가 5로 늘어나고 독립변

수 또한 늘어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범주 수가 3이고 독립변수의 수가 

1일 때에 비해 벗어남이 보이지만 의 경우는 범주 수와 독립변수의 수의 증가에 

있어서도 근사적으로 제안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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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량의 경우는 기존에 제시된 결과 없이 이항 범주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항 범주일 경우에 근사적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통계량의 결과와 비교하여  통계량의 귀무분포에 대한 결론을 해석하고자 한다. 

결과들을 보면, 모든 결과들이  통계량들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4와 5일 때 모두 유의수준 5%에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게 관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히려 범주의 수가 4인 경우에 비해 5인 경우에

서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계량이 범주의 수라든지 독립변수

의 수와 같은 여러 조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의 경

우에는 제안된 분포의 평균 근처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결과가 

 통계량의 평균 결과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통계량이 카이제곱 분포

를 따른다고 한다면,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자유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근거를 

제시해준다. 그 이유는 카이제곱 분포의 경우, 평균은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를 나

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계량은 자유도   를 갖는 카이제

곱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통계량 역시 기존에 제시된 모의실험 결과가 없으므로  통계량의 결과와 비

교하여 귀무분포와 제안된 분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에 제시된 결과표들을 

보면, 모든 결과들이 역시  통계량에 비해 과소 추정됨을 알 수 있으며,  통계량

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룹을 나누는 데 있어 발

생되는 변동을 보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모형이 만족하지 않다고 결

론 내린 분율(%)이 유의수준 5%를 만족하는 경우가  통계량의 경우보다는 많지만 

역시 매우 드물게 관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범주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는  통계량

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평균의 경우에는  통계량의 

결과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지만 제안된 분포의 평균에는 턱없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통계량은 자유도   ×  을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잘 따

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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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통계량과   통계량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분포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통계량과 그룹을 묶는 방법이나 보정하는 측

면에서 조금 다를 뿐 유사한 통계량 및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

법들을 통해 얻어지는 검정 통계량의 값들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검정 통계량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각역은 세 통계량이 서로 다르므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에 비해 자유도가 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

는  통계량이나   통계량의 경우는 큰 기각역 값을 가지기 때문에 유의수준 5%에

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작은 것이고, 이는 적절치 않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림 1과 2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 얻어지는 각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과 제안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 통계량들의 히스토그램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자유도에 따른 각각

의 통계량 분포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상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통계량의 귀무분포가 기존에 제시된 분포에 가장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량과   통계량에 비해  통계량의 결과가 그나마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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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모형 1 3.30 4.20 0.40 0.60 3.50 1.30 1.50 1.90 4.70 0.90 1.40 5.00 2.00 2.30

모형 2 10.10 4.30 1.40 1.90 4.20 2.90 3.30 16.30 5.50 1.10 1.40 3.10 2.00 2.40

모형 3 3.00 4.90 0.40 0.90 4.40 1.30 1.90 0.10 5.70 1.20 1.90 5.50 2.00 2.70

  

모형 1 0.10 5.10 0.40 1.20 4.70 1.30 1.60 0.00 5.40 1.20 1.50 4.90 1.40 1.90

모형 2 0.30 4.60 0.70 1.20 4.50 0.90 1.50 0.00 5.90 0.60 1.00 6.50 1.80 2.10

모형 3 0.30 5.60 1.00 1.50 4.30 1.30 1.90 0.00 4.40 1.40 1.60 5.40 1.40 2.30

 

모형 1 6.90 5.70 0.50 1.50 5.60 2.50 2.90 12.30 6.60 0.90 1.60 5.40 1.70 2.10

모형 2 5.10 5.20 3.20 3.90 3.60 3.10 3.30 13.30 5.50 2.80 3.70 5.40 6.40 7.00

모형 3 6.50 5.40 1.10 1.50 5.20 2.10 2.60 11.10 6.20 0.50 1.10 5.20 1.10 1.70

 

모형 1 0.50 5.90 0.90 1.40 4.70 1.60 1.90 0.00 5.10 0.70 1.20 5.30 1.30 2.00

모형 2 0.90 7.60 0.90 1.40 5.60 2.10 2.60 0.50 8.80 1.00 1.50 5.00 1.70 2.20

모형 3 0.20 6.70 0.70 1.00 5.20 1.40 2.10 0.00 7.80 1.00 2.00 4.90 1.00 1.3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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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1000번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300 9 13 12 24 28 27 1200 9 13 12 24 28 27

  

모형 1 294.30 9.14 9.14 9.15 24.02 24.03 24.04 1198.53 9.22 9.22 9.23 24.30 24.30 24.31

모형 2 285.30 9.53 8.76 8.87 23.59 23.06 23.15 1186.59 9.70 9.03 9.14 23.42 23.70 23.77

모형 3 294.61 9.19 9.18 9.21 24.10 24.08 24.11 1197.26 9.18 9.18 9.20 24.13 24.13 24.15

  

모형 1 298.48 9.32 9.30 9.30 24.32 24.31 24.32 1200.07 9.19 9.15 9.15 24.14 24.07 24.07

모형 2 299.69 9.20 8.94 8.95 24.45 24.18 24.18 1200.00 9.37 8.93 8.94 24.48 24.04 24.05

모형 3 297.66 9.61 9.39 9.39 24.58 24.46 24.46 1199.63 9.09 9.03 9.04 24.21 24.16 24.16

 

모형 1 293.20 9.44 9.44 9.51 24.25 24.25 24.32 1195.33 9.41 9.41 9.47 24.51 24.51 24.57

모형 2 237.86 8.61 8.39 8.57 20.06 20.04 20.18 1116.70 9.10 9.29 9.44 21.62 22.99 23.11

모형 3 288.71 9.50 9.50 9.59 24.01 24.00 24.07 1193.27 9.55 9.55 9.63 24.24 24.24 24.30

 

모형 1 297.72 9.70 9.70 9.71 24.55 24.57 24.58 1199.17 9.44 9.45 9.45 24.58 24.55 24.55

모형 2 298.95 10.25 9.54 9.57 25.14 24.62 24.66 1200.08 10.41 9.70 9.73 24.94 24.53 24.56

모형 3 296.49 9.95 9.73 9.74 25.01 24.76 24.77 1199.40 9.74 9.75 9.76 24.70 24.70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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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2개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모형 1 8.60 4.90 0.40 2.20 5.20 0.10 2.10 16.50 6.20 0.10 1.20 6.80 0.10 1.10

모형 2 9.30 4.10 1.10 2.70 4.80 1.60 3.60 21.00 4.70 0.90 2.10 4.00 1.60 3.90

모형 3 9.70 7.80 0.10 1.30 7.50 0.40 1.40 21.00 8.90 0.20 1.10 9.10 0.20 2.80

      

모형 1 2.00 3.60 0.60 0.90 3.60 1.40 1.90 0.10 3.60 0.70 1.40 3.50 1.90 2.90

모형 2 0.80 4.50 0.60 1.20 3.30 1.40 2.40 0.00 4.50 0.60 1.40 5.30 1.00 1.70

모형 3 2.00 3.50 0.40 0.90 4.20 1.40 1.70 0.10 5.40 0.30 0.60 4.50 0.60 1.10

    

모형 1 4.50 4.90 0.00 1.40 3.80 0.00 1.90 10.80 6.00 0.10 1.40 6.10 0.00 2.10

모형 2 5.40 5.60 2.10 3.10 3.90 2.50 4.00 12.30 3.60 1.90 3.20 6.10 2.70 4.80

모형 3 5.90 4.50 0.10 1.80 4.10 0.00 1.60 11.10 6.90 0.10 1.20 5.10 0.10 2.80

    

모형 1 6.10 4.50 0.80 1.80 4.70 1.20 2.30 4.90 5.30 0.50 1.10 6.80 1.10 1.90

모형 2 3.40 4.60 0.70 1.00 4.10 0.80 2.20 2.40 6.30 0.70 1.50 4.70 0.50 1.40

모형 3 4.00 4.50 0.80 1.60 4.50 0.70 1.80 4.50 5.90 0.50 1.10 6.20 0.30 1.8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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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2개일 때, 1000번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300 9 13 12 24 28 27 1200 9 13 12 24 28 27

      

모형 1 266.26 8.34 7.55 9.64 21.67 19.68 24.72 1179.78 8.93 7.24 9.10 23.59 19.11 24.04

모형 2 243.36 7.74 6.87 8.92 19.02 17.73 22.99 1194.61 8.05 7.15 8.95 20.54 18.40 23.31

모형 3 255.90 8.63 7.19 9.38 21.16 19.03 24.63 1181.66 9.25 7.23 9.29 23.12 18.95 24.36

      

모형 1 295.34 9.14 9.39 9.57 23.97 24.42 24.86 1198.72 9.00 9.05 9.15 24.12 23.77 24.03

모형 2 299.58 9.19 9.04 9.32 24.19 23.85 24.52 1199.38 8.98 8.84 9.03 23.96 23.49 23.98

모형 3 294.11 9.23 9.19 9.50 24.04 23.69 24.45 1199.43 9.05 8.76 9.00 23.87 23.46 24.08

    

모형 1 219.38 7.20 7.17 9.79 17.84 18.51 24.75 1088.56 8.91 7.01 9.42 26.04 17.94 24.07

모형 2 206.93 6.98 6.74 9.07 15.90 16.17 22.06 986.32 8.34 6.85 8.89 18.46 17.63 23.18

모형 3 212.62 7.35 7.29 9.86 17.42 18.63 25.09 994.30 8.73 6.89 9.17 20.31 18.21 24.18

    

모형 1 295.71 9.44 9.20 9.62 24.36 23.46 24.40 1199.10 9.30 8.99 9.31 24.28 23.21 24.03

모형 2 298.51 9.24 9.22 9.82 23.92 23.31 24.69 1200.50 9.20 8.79 9.30 23.67 22.75 24.01

모형 3 292.03 9.46 9.04 9.67 24.11 23.38 24.90 1194.70 9.49 8.87 9.42 24.44 22.95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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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모형 1 63.00 5.20 1.60 2.30 6.60 3.30 3.90 100.00 7.40 1.40 2.20 7.50 3.00 4.00

모형 2 43.80 7.20 3.20 4.40 7.10 5.00 6.10 91.70 7.10 1.10 2.70 7.10 5.00 5.50

모형 3 22.60 3.80 2.60 3.30 4.00 4.10 4.80 58.40 9.00 3.90 5.30 8.20 6.50 7.80

  

모형 1 98.80 4.90 0.20 0.70 4.00 0.40 1.10 100.00 5.00 0.90 1.50 5.60 1.40 1.90

모형 2 100.00 6.10 0.80 1.30 5.30 1.00 2.10 100.00 4.80 0.30 0.70 4.50 0.50 1.40

모형 3 93.70 6.20 0.20 0.60 4.20 0.60 1.10 100.00 5.00 0.60 1.30 4.90 1.50 2.50

 

모형 1 28.00 4.80 1.60 2.50 4.70 2.50 3.10 75.90 6.70 2.60 3.50 6.70 4.00 5.00

모형 2 13.20 4.00 1.60 1.80 3.10 2.60 2.80 37.70 7.60 5.00 6.20 3.90 4.40 5.30

모형 3 10.90 1.90 2.30 3.20 1.00 2.60 3.30 27.50 4.60 3.80 4.50 3.10 4.80 5.20

 

모형 1 98.80 5.70 0.40 1.20 4.90 1.00 1.70 100.00 5.10 0.20 1.00 5.20 0.70 1.60

모형 2 99.90 7.00 0.40 0.60 5.00 1.20 2.10 100.00 7.70 0.80 2.70 6.30 1.50 2.40

모형 3 91.40 6.00 0.70 1.10 4.60 1.40 1.90 100.00 7.10 0.90 1.50 5.80 1.40 2.2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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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1000번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300 12 18 16 32 38 36 1200 12 18 16 32 38 36

  

모형 1 374.91 11.81 11.80 11.89 30.56 30.53 30.61 1603.12 12.40 12.40 12.48 32.29 32.29 32.35

모형 2 372.88 12.79 12.51 12.66 31.02 30.11 30.22 1605.41 12.88 12.33 12.46 32.23 32.28 32.37

모형 3 335.56 10.70 9.93 10.07 29.40 28.85 28.97 1557.77 12.57 11.79 11.91 31.30 31.29 31.38

  

모형 1 396.00 12.58 12.41 12.41 32.49 32.33 32.34 1599.78 12.23 12.15 12.15 32.20 32.04 32.05

모형 2 399.90 12.77 12.29 12.30 32.99 32.52 32.53 1600.20 12.18 11.93 11.94 32.32 32.10 32.10

모형 3 387.08 12.75 12.06 12.08 32.52 31.60 31.62 1597.99 12.26 12.14 12.15 32.43 32.30 32.30

 

모형 1 336.54 10.90 10.90 11.09 27.50 27.51 27.68 1504.72 12.17 12.17 12.35 30.88 30.88 31.04

모형 2 286.29 10.77 9.23 9.43 26.14 23.86 24.03 1393.88 12.11 11.80 11.98 28.25 29.51 29.65

모형 3 263.21 9.03 8.82 9.01 22.14 21.26 21.43 1348.63 11.23 12.19 12.36 25.46 27.29 27.44

 

모형 1 394.30 12.98 12.93 12.95 32.79 32.74 32.76 1598.69 12.63 12.54 12.56 32.64 32.59 32.60

모형 2 398.32 13.43 12.68 12.73 33.43 32.99 33.04 1599.41 13.16 12.98 13.02 33.10 32.65 32.69

모형 3 384.19 13.24 12.44 12.50 32.49 32.07 32.13 1591.57 13.14 12.74 12.79 32.96 32.42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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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2개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모형 1 28.00 4.10 0.70 1.40 3.90 1.60 2.90 81.00 4.70 0.50 1.60 6.40 1.00 3.50

모형 2 20.30 5.20 1.50 2.80 5.30 2.50 4.60 62.60 5.50 0.90 3.00 4.80 2.80 5.70

모형 3 9.70 4.60 1.40 2.30 4.00 1.50 2.80 37.00 5.30 2.90 3.80 6.60 4.30 6.50

      

모형 1 95.30 5.10 0.10 0.50 4.30 0.60 1.50 100.00 5.10 0.10 0.50 4.20 0.60 1.30

모형 2 99.90 5.10 0.40 1.00 3.60 0.80 2.20 100.00 5.50 0.30 1.00 4.90 1.00 2.10

모형 3 84.20 4.40 0.50 1.10 3.30 0.80 1.80 100.00 4.60 0.20 1.50 4.40 0.40 1.00

    

모형 1 9.30 4.60 1.20 2.40 2.50 2.10 3.20 29.00 6.20 0.90 2.30 5.60 1.90 2.90

모형 2 9.20 5.50 2.10 3.20 3.10 3.20 3.70 22.80 5.00 4.70 6.40 5.40 4.50 5.70

모형 3 6.40 4.90 1.20 1.80 3.90 1.40 2.50 17.50 5.70 3.20 3.40 5.20 4.30 5.50

    

모형 1 92.50 5.90 0.40 0.80 6.20 0.80 1.50 100.00 5.90 0.20 0.50 5.60 0.50 1.20

모형 2 99.50 4.60 0.30 0.90 3.90 0.90 2.30 100.00 5.80 0.20 1.20 4.10 0.20 1.30

모형 3 74.40 3.70 0.60 1.10 2.60 1.20 2.40 100.00 5.80 0.50 1.50 3.10 0.60 1.5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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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2개일 때, 1000번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량 값의 평균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300 12 18 16 32 38 36 1200 12 18 16 32 38 36

      

모형 1 334.65 10.72 10.29 12.29 26.80 26.72 31.45 1587.76 11.47 10.51 12.32 29.57 27.39 32.04

모형 2 311.61 10.39 9.44 11.40 26.25 23.79 28.72 1557.63 11.07 10.40 12.16 28.13 27.17 31.83

모형 3 225.72 9.61 7.18 9.04 23.06 18.83 23.93 1423.98 11.20 9.66 11.35 28.38 25.06 29.78

      

모형 1 390.39 12.28 12.27 12.48 32.24 32.40 32.90 1597.64 12.20 11.93 12.03 32.19 31.46 31.72

모형 2 399.40 12.53 12.32 12.61 32.23 32.08 32.77 1599.96 12.21 11.99 12.17 31.95 31.43 31.89

모형 3 374.71 12.30 12.12 12.47 31.10 31.18 32.04 1595.70 12.05 11.91 12.15 31.71 31.46 32.08

    

모형 1 256.80 8.72 9.21 11.68 21.65 23.07 28.83 1392.90 11.22 9.83 12.08 26.63 24.81 30.62

모형 2 238.09 9.34 8.52 10.77 22.41 20.64 26.38 1330.62 10.85 10.05 12.08 25.23 24.13 29.57

모형 3 186.71 9.08 6.21 8.44 20.35 15.80 21.58 1241.41 10.16 10.32 12.22 24.39 22.46 27.84

    

모형 1 388.77 12.45 12.46 12.91 32.25 31.72 32.74 1594.84 12.67 12.12 12.45 32.62 31.16 31.97

모형 2 395.60 12.28 12.32 12.92 31.57 31.29 32.66 1597.32 12.33 11.95 12.44 31.87 30.80 31.99

모형 3 370.08 12.21 11.90 12.58 30.90 30.19 31.78 1585.67 12.27 11.92 12.50 31.26 30.50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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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1, 1), 모형 3에서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검정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 및 귀무분포.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그룹=5
표본 수

400

그룹=10
표본 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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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1, 1), 모형 3에서 범주 수가 5이고 독립변수가 1개일 때, 검정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 및 귀무분포.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그룹=5
표본 수

400

그룹=10
표본 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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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검정력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과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모형 사

이의 차이를 판별하는 것은 적합도 검정 통계량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부적절한 상황에 대하여 검정 통계량들이 이를 얼마나 잘 판단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데, 하나는 연속형 독립변수의 

주효과 항을 생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형 독립변수의 제곱항을 생략, 마지

막으로는 두 연속형 독립변수의 교호작용 항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검정력에 대한 모의실험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 수

가 4인 경우로 한정 지었다. 이는 3.2절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범주의 수가 늘어

남에 따라 실제 데이터를 얻었을 때 모든 범주의 결과 값이 얻어지지 않아 일부 범주

에 대한 값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알아보고자 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형

성되어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귀무분포의 모의실험 결과 범주 수가 

5인 경우에 비해 4인 경우에 더 적합함을 보였고 이러한 이유로 검정력 모의실험에서

는 범주 수가 4인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각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수항과 

주효과 항의 회귀계수는 귀무분포의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모형 3의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표본 크기를 100과 400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000번의 

반복을 통하여 얻어진 통계량 값들 중 명목수준 5%에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분율을 검정력으로 평가하였다.

  3.3.1 주효과 항 생략

  3.3.1절에서는 주효과에 관한 항을 제거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이를 판단하고자 한

다. 검정력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3.2절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다. 종속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 29 -

           

  여기서 는 3.2절의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으며, 의 계수 값은 0.01, 0.5, 

1.0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모형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모형 사이

의 적합 정도 차이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독립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3.2절에

서 사용했던 분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 주어져 있다.

  3.3.2 제곱항 생략

  이 절에서는 연속형 독립변수의 제곱항이 모형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얻어진 데이터

를 기반으로 제곱항을 생략하여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적합 시키는 경우, 이를 얼마

나 잘 판별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의 값을 도출하기 

위한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와 이 3.2절에서의 회귀계수 값과 동일하며, 에 대해서는 0.01, 

0.05, 0.1, 0.5로 계수 값을 설정하였다. 이 역시 적절한 모형과 부적절한 모형 사이

의 적합 결여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3.3.3 교호작용 항 생략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그 둘의 교호작용에 대한 항을 생략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의 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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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3.2절에 제시한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4이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인 상황에 대한 로짓 회귀계수 값과 동일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 값을 0.2, 

0.6, 1.0으로 증가시키며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것은 표 13에 나타나 있다.

  3.3.4 결과

  우선 주효과 항을 생략하는 상황의 결과인 표 11을 보면, 피어슨  통계량의 검정

력은 모두 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형에 상수항만을 적합하였을 때, 피어슨 

 통계량은 주효과 항에 대한 효과를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

량의 경우는 주효과에 대한 회귀계수가 증가하거나 표본수가 증가하는 것에 상관없

이, 그리고 공변량의 분포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량은 대체로 그룹의 수가 작은 경우에 더 검정력이 좋은 것으로 보

이며, 상수항만을 적합 시킨 모형에 대해서는 낮은 검정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   통계량은 주효과의 회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변량의 분포가 좁고 산포가 작은 것에 비해 분포가 넓고 산포가 큰 것에

서 더 나은 검정력을 보이고 있으며, 표본 수가 큰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두 통계량은 그룹 수가 5인 것에 비해 10일 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통계량 중에서는 에 비해  이 좀 더 높은 결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곱항을 생략하는 상황의 결과인 표 12에 대한 것으로, 피어슨  통계량

의 결과가 첫 번째 상황의 결과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좁고 

산포가 작은 공변량의 분포에서는 역시 검정력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넓은 

분포에서는 회귀계수가 증가할수록 검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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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경우는 좁고 산포가 작은 공변량의 분포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곱항의 회

귀계수 값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넓고 산포가 큰 

분포에서는 회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력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표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높은 검정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룹은 10일 

때에 비해 5일 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통계량은 좁고 산포가 작은 

공변량의 분포에서는  통계량에 비해 낮은 검정력을 보이나 넓고 산포가 큰 분포

에서는  통계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그룹이 10인 경우에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좁은 분포에서는 표본 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넓은 분포에서는 표본수가 증가할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곱항에 대한 상황에서는 공변량의 분포에 따라서 통계량들의 결과가 달라

지며, 특히 분포가 넓고 산포가 큰 쪽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 항이 생략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결과인 표 13을 보면, 피

어슨  통계량의 결과가 이전의 다른 결과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고 좋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변량의 분포에 상관없이 회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력 역시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 통계량의 결과에 비해 더 낮은 검정력

을 가지고 있으나, 유사한 방향으로 검정력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량

의 경우는 검정력이 회귀계수가 0.2일 때의 검정력에 비해 0.6일 때 더 작아지는 경

우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대체로 회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곱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통계량에서는 좁고 산포가 작은 공변량

의 분포에 비해 넓고 산포가 큰 분포에서 더 검정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본 

수가 400인 경우에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며, 대체로 그룹 수가 작은 쪽에서 더 나은 

검정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통계량은 제곱항의 상황에 비해 낮은 검정력이 

도출되었다. 두 통계량 모두 공변량의 분포에 상관없이 낮은 검정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귀계수 증가에도 상관없이 유사한 검정력을 보이고 있다. 표본 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그룹의 수가 5일 때에 비해 10일 때 다소 높은 검정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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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효과 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0.01 0.00 14.30 3.20 4.60 9.30 3.50 5.10 0.00 17.20 3.00 4.60 12.00 3.50 5.40

0.5 0.00 14.60 99.70 99.80 10.20 97.70 98.60 0.00 15.60 100.00 100.00 10.70 100.00 100.00

1.0 0.00 15.40 100.00 100.00 10.30 100.00 100.00 0.00 14.00 100.00 100.00 10.30 100.00 100.00

  

0.01 0.00 13.80 2.90 4.80 9.20 4.20 5.50 0.00 16.60 2.60 3.80 11.30 3.30 4.50

0.5 0.00 15.20 6.60 9.40 8.00 5.40 6.80 0.00 13.40 29.60 35.30 10.80 20.00 23.60

1.0 0.00 13.30 24.30 30.60 9.30 16.80 20.10 0.00 13.30 94.90 96.50 10.20 86.10 88.50

 

0.01 0.00 13.90 2.80 4.60 8.60 3.60 4.70 0.00 16.00 4.20 6.70 10.50 3.20 3.80

0.5 0.00 17.20 100.00 100.00 9.70 100.00 100.00 0.00 13.40 100.00 100.00 10.50 100.00 100.00

1.0 0.00 15.80 100.00 100.00 10.30 100.00 100.00 0.00 14.30 100.00 100.00 8.60 100.00 100.00

 

0.01 0.00 14.60 2.10 4.00 10.50 3.30 4.70 0.00 16.60 4.50 5.90 10.60 3.60 4.90

0.5 0.00 15.60 17.80 23.00 8.80 11.30 14.00 0.00 14.50 81.40 84.80 9.10 69.80 73.00

1.0 0.00 16.80 71.10 77.00 10.90 48.30 54.40 0.00 14.90 100.00 100.00 11.80 100.00 100.00

†명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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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곱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0.01 4.50 5.00 0.60 0.60 4.30 1.70 2.30 0.40 7.60 1.20 2.10 5.60 1.90 2.50

0.05 6.50 19.80 4.30 6.00 13.20 5.30 6.80 2.30 76.00 51.20 57.70 64.10 45.40 49.40

0.1 3.60 61.50 36.60 43.20 48.40 29.00 33.60 0.30 100.00 99.90 99.90 99.80 99.50 99.50

0.5 0.50 92.00 92.90 95.20 83.10 89.00 91.20 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1 0.30 5.70 1.00 1.50 4.30 1.20 1.80 0.00 4.70 1.20 1.60 5.20 1.40 2.30

0.05 0.30 6.00 1.10 1.60 4.40 1.20 1.70 0.00 5.10 1.20 1.40 5.60 1.40 2.20

0.1 0.30 5.20 1.00 1.40 4.30 1.20 1.40 0.00 4.80 0.90 1.80 5.70 1.40 1.70

0.5 0.50 6.00 0.80 1.10 4.50 0.90 1.40 0.00 10.30 2.30 3.10 9.40 2.90 4.10

 

0.01 18.10 8.40 2.30 3.60 10.00 4.40 5.60 54.30 18.70 5.90 8.00 18.30 9.30 10.90

0.05 40.90 70.40 54.30 62.30 60.00 58.10 63.90 89.20 100.00 100.00 100.00 99.90 100.00 100.00

0.1 25.90 84.80 86.10 89.00 67.10 79.10 83.30 58.2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5 3.30 90.30 87.70 91.00 72.70 83.00 86.50 3.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1 0.30 6.70 0.60 1.10 5.10 1.40 2.10 0.00 7.10 0.80 2.10 4.60 1.40 1.90

0.05 0.40 6.50 0.80 1.10 5.60 1.90 2.40 0.00 7.40 1.30 1.90 5.50 1.50 2.10

0.1 1.10 6.80 0.80 1.00 5.90 2.00 2.60 0.00 9.60 2.00 2.90 8.20 2.70 4.10

0.5 2.70 24.20 6.50 9.40 17.50 7.70 9.90 0.20 83.70 61.10 68.00 82.00 66.90 71.30

†명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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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호작용 항을 생략하였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율(%) 

표본 수 = 100 표본 수 = 400

 
그룹 = 5 그룹 = 10

 
그룹 = 5 그룹 = 10

                

  

0.2 21.90 7.80 0.30 1.70 11.80 0.40 3.20 36.70 45.60 1.70 10.90 53.90 1.80 8.70

0.6 26.10 65.00 0.40 0.90 56.20 1.10 2.30 45.30 83.50 0.60 1.00 87.70 1.50 2.60

1.0 32.00 75.50 0.60 1.20 67.80 1.10 1.60 54.20 91.00 0.90 1.60 94.20 1.70 2.60

  

0.2 1.80 4.50 0.60 1.40 3.20 1.00 2.00 0.10 4.80 0.50 0.80 3.60 1.00 1.50

0.6 1.90 4.20 0.60 1.00 4.30 1.80 3.10 0.30 7.90 0.30 0.90 6.30 0.80 1.40

1.0 2.30 6.50 0.60 1.10 4.50 0.80 2.40 0.30 9.80 0.40 1.10 9.90 0.60 1.10

 

0.2 37.60 50.80 0.20 0.90 47.70 1.00 2.70 76.90 100.00 1.10 2.60 99.90 3.00 8.20

0.6 30.90 65.90 0.50 1.10 49.90 1.70 2.20 78.50 92.80 0.80 1.50 90.10 1.70 2.60

1.0 35.60 70.20 0.70 1.50 53.80 1.10 1.80 80.70 96.10 1.50 2.00 94.50 1.80 2.70

 

0.2 3.60 4.70 0.60 1.10 4.60 0.60 1.60 2.50 5.40 0.60 1.60 5.00 0.80 2.10

0.6 4.70 5.70 0.60 1.20 3.90 0.80 2.20 3.80 7.60 0.30 1.40 6.70 0.90 2.20

1.0 5.50 7.40 1.00 1.60 5.00 0.70 1.50 3.90 14.60 0.80 1.40 12.00 0.90 2.40

†명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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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실제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그룹화 전략을 이용한 세 통계량 방법을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자료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피어슨  통계량은 앞서 언

급되었던 것과 같이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

단되었으므로 실제 예제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피어슨  통계량을 제외하였

다. 나머지 세 통계량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를 보고자 하였는데, 

하나는 적절한 모형이 적합 되었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잘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모형이 적합 되었을 때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잘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4.1 자료 설명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대뇌 내부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대뇌 미세출혈

이라 하며, 출혈이 발생하는 위치는 크게 비뇌엽성(nonlobar) 부분과 뇌엽성(lobar)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자료는 2006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증상이 발병한 후 

7일 이내에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나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을 진단받은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뇌 영상(brain imaging studies), 혈관 

영상(vascular imaging studies), 가슴 x선 촬영, 심전도법(electrocardiography)과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본 예제의 연구 목적은 환자들에게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여러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동맥 경직도를 나타내는 맥파전파속

도가 대뇌 미세출혈의 발생 위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때 대뇌 미세출혈의 위치는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비뇌엽성(nonlobar) 부

분, 뇌엽성(lobar) 부분, 뇌엽성과 비뇌엽성의 복합 부분이다. 표 14는 예제 자료들 

중 실제 다항 로짓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해당 변수의 값 설명 및 기술통계량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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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인 독립변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예제 자료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속형 변수 및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연속형 

변수만을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써 고려하였다. 

표 14. 대뇌 미세출혈 자료  

변수 변수 유형 변수 값

CMB분류 명목형

0 = 미세출혈이 없음 ( 787 )

1 = 비뇌엽성 영역 ( 248 )

2 = 뇌엽성 영역 ( 36 )

3 = 비뇌엽성 및 뇌엽성 복합영역 ( 66 )

나이 연속형 64.88±11.62 ( 19 - 98 )

체질량지수(BMI) 연속형 24.08±3.11 ( 14.47 - 39.00 )

맥파전파속도/표준편차(PWVSD) 연속형 3.81±1.00 ( 1.56 - 10.42 )

수축기혈압(systolic) 연속형 150.84±23.19 ( 95.00 - 236.00 )

  

  4.2 결과

  표 15는 예제 자료를 통해 얻어진 다항 로짓 회귀모형에 관한 결과로 기준 범주 대

비 다른 범주들의 쌍에 대한 로짓 함수를 제시하고 있다. 각 로짓 함수는 다른 회귀

계수 값을 갖고 있으며 각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와 유의성 검정 결과가 함께 제

시되어 있다. 

  표 16은 예제 자료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적합 시켰을 

때,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룹화 전략을 이

용한 세 가지 통계량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때, 사용된 그룹화 전략은 종속변수의 범

주에서 기준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주에 속할 예측확률을 이용하였다. 모의실험

에서 사용된 그룹화 전략과 다른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추후 임의로 적절하지 않다고 



- 37 -

생각되는 모형을 적합 시켜 이를 잘 판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제에서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그룹

화 전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예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두 상황을 비교하는데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통계량이 모형이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종속변수인 미세출혈 위치를 4개의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회귀모형 식이 예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량과   통계량의 일부 결과 값이 다른 결과에 비해 변동이 큰 것을 볼 수 있

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룹의 수에 상관없이  통계량에 비해 더 큰  값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량 값이 그들의 제안된 분포에 비해 과소 추정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3.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통계량은 그룹화 전

략만 다를 뿐 유사한 식을 가졌으므로 유사한 검정 통계량 값이 도출되나 각 검정 통

계량들은 다른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즉,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큰  통계량과   

통계량은 원래 그들의 통계량 값들이 가지는 귀무분포에 비해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

태이기 때문에 더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얻어진 검

정 통계량 값에 해당하는  값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17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들 중 단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대뇌 미세

출혈 발생위치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변수만을 모형에 적합 시켜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와 마찬가지로 각 로짓 함수에서 얻어진 변수에 대한 추정치와 유의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8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적합 시켰

을 때,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4

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에 비해 세 통계량 모두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통계량과   통계량의 결과가 각 예측확률에 대해 모두 동일

하였고, 이전 모형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 

통계량 모두 부적절한 모형 적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합성 결여를 잘 판단하지 못한

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낮은 검정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38 -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량에 비해  통계량과   통계량이 더 높은 

 값을 갖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대뇌 미세출혈 자료에 대한 다항 로짓 회귀모형(4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왈드 통계량 p 값

로짓 1

상수 -5.2907 0.9491 31.0748 <.0001

나이 0.0310 0.0083 13.9257 0.0002

체질량지수 -0.0149 0.0257 0.3368 0.5617

맥파전파속도/표준편차 0.3980 0.1019 15.2648 <.0001

수축기혈압 0.0059 0.0040 2.2002 0.1380

로짓 2

상수 -8.6446 2.2527 14.7259 0.0001

나이 0.0640 0.0201 10.1439 0.0014

체질량지수 0.0175 0.0564 0.0962 0.7564

맥파전파속도/표준편차 0.4065 0.2119 3.6812 0.0550

수축기혈압 -0.0052 0.0091 0.3254 0.5684

로짓 3

상수 -8.2757 1.6984 23.7429 <.0001

나이 0.0532 0.0149 12.8215 0.0003

체질량지수 -0.0011 0.0434 0.0006 0.9801

맥파전파속도/표준편차 0.3622 0.1618 5.0073 0.0252

수축기혈압 0.0055 0.0067 0.6678 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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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적합도 검정 통계량 및  값(4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그룹화 전략 그룹 수 통계량 통계량 값 귀무분포  값

   5  8.0070   0.5334

10  30.0163   0.1842

  5  20.2159   0.0900

  20.3004   0.0616

10  35.6647   0.1514

  35.9211   0.1170

  5  8.9748   0.7748

  9.1504   0.6900

10  23.6928   0.6976

  24.0125   0.6296

  5  11.8112   0.5432

  11.8846   0.4550

10  25.6888   0.5901

  25.8355   0.5277

표 17. 대뇌 미세출혈 자료에 대한 다항 로짓 회귀모형(1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왈드 통계량 p 값

로짓 1

상수 -0.0717 0.5757 0.0155 0.9008

체질량지수 -0.0450 0.0239 3.5471 0.0596

로짓 2

상수 -2.0909 1.3442 2.4197 0.1198

체질량지수 -0.0413 0.0559 0.5445 0.4606

로짓 3

상수 -1.4136 1.0116 1.9525 0.1623

체질량지수 -0.0443 0.0421 1.1046 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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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적합도 검정 통계량 및  값(1개의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

그룹화 전략 그룹 수 통계량 통계량 값 귀무분포  값

   5  3.9651   0.9137

10  20.5611   0.6645

  5  3.6689   0.9942

  3.6769   0.9886

10  20.5611   0.8432

  20.6353   0.8031

  5  3.6689   0.9942

  3.6769   0.9886

10  20.5611   0.8432

  20.6353   0.8031

  5  3.6689   0.9942

  3.6769   0.9886

10  20.5611   0.8432

  20.6353   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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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결론 및 고찰

  이항 로짓 회귀모형의 경우 뚜렷한 적합성 평가의 방법들이 존재하나 다항 로짓 회

귀모형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방법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이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 방법들을 확장하거나 변형시킨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법들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어슨  방법과 그룹화 전략을 이용

한 일부 통계량을 선정하여 비교 및 평가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의 범주 수와 독립변

수의 개수 그리고 그룹의 수를 달리하여 각 방법들의 귀무분포가 저자들이 제시한 분

포를 만족하는지와 검정력을 평가하였다. 

  적절한 모형을 적합 시켰을 때, 각 통계량들의 귀무분포와 제시되어 있는 그들의 

분포가 유사할 것이라는 원리 하에 종속변수의 범주 수를 4와 5, 독립변수의 개수를 

1과 2, 그룹의 수를 5와 10으로 나누어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선 피어

슨  통계량의 경우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유의수준 5%에서 상당

히 벗어남을 보였으며, 평균에서도 상당한 불일치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어슨  

통계량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하는 데 있어 비교적 유용하지 않은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량의 경우는 종속변수의 범주 수가 4일 때, 적절

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나 독립변수가 2개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실제 통계

량의 분포가 저자들이 제시한 분포에 따르지 않는 값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룹의 수는 분포의 적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적절치 않은 

값들의 발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유의수준 5%를 만족하였고, 평균 역시 

저자들이 제시한 각 통계량 분포의 평균 근처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통계량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른 통계량들에 비해 유용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계량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과소추정 되는 것을 보

았다. 유의수준 5%에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결과가 2% 이하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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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평균 역시 제시된 분포의 평균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며, 오히려 

 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평균과 유사한 결과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통

계량은  통계량에 비해 좀 더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역시 유의수준 5%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의 결과가 과소추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균에 

있어서도  통계량에 비해서는 큰 값을 가지지만 제시된 분포의 평균에서는 매우 벗

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통계량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통계량과   통계량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 상황에서 저자들

이 제시한 분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하는데 있어 두 방법

들은 적절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정확한 모형을 적합 시켰을 때, 통계량들이 제시된 분포에 비교적 잘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으나 각 방법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검정력에 대하여 모의실

험을 진행하였다. 검정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진행하였는데 

피어슨  통계량은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낮은 검정력을 보였다. 다른 세 통계량의 

경우 우선 첫 번째 상황인 주효과의 항을 생략하였을 때 결과는 예상외로 과   통

계량이 높았다. 이는 상수항만을 적합 시켰을 경우 각 종속변수에 속할 확률이 개체

별로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예측 확률을 이용하여 그룹을 나누는  통계

량은 이를 잘 판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곱 항을 생략하였을 때의 결과는 독립

변수의 값을 얻은 분포에 따라 각 통계량들의 검정력이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좁고 

산포가 작은 분포에서는 세 통계량 모두 낮은 검정력을 보였으며, 넓고 산포가 큰 분

포에서는 회귀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세 통계량 모두 다소 높은 검정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교호작용 항을 생략시킨 상황에 대한 결과에서는 제곱항의 결과에 비해 

낮은 검정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변량 분포가 결과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만 넓고 산포가 큰 분포에서 비교적  통계량이 적절한 검정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검정력을 통해 피어슨  통계량과 그룹화 전략을 사용한 나머지 

세 통계량에 대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통계량이 그나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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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다른 통계량들은 다항 로짓 회귀분석의 적합도 검정 방

법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의실험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적합도 검정 통계량들을 실

제 예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예제 데이터를 잘 설명할 것이라 예

상되는 적절한 모형을 적합 시켰을 때에는 모의실험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통계량과   통계량은 그룹화 전략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이

를 평가하는 값인  값의 변동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통계

량에 비해  값이 다소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실제 통계

량의 분포에 비해 가정된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

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독립변수만

을 포함한 부적절한 모형의 결과, 세 통계량 모두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

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 상황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나은  값이 도출되었는

데, 이는 세 통계량 모두 부적절한 모형에 의해 발생되는 적합성 결여를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도 모의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통계량과   통계량의 분포가 저자들에 의해 제시된 분포와 다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부적절한 모형을 판별해내는 검정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검정 통계량이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상황에서 잘 판별하는

지 상황을 달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방법들은 기존에 잘 알려진 Hosmer와 

Lemeshow(1980)의 방법과 피어슨  방법을 보정한 방법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제시한 통계량의 분포가 실제 통계량들의 귀무분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검정력 또한 낮았다. 모의실험 결과는 설정한 상황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

에 대한 분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 수를 4와 5로 한하

여 분석하였는데, 실제 임상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종속변수 범주의 범위가 넓지 않

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

속형 독립변수가 하나와 두 개인 상황에 대해서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독립변

수가 포함되는 경우나 연속형과 범주형 독립변수가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의 다항 로

짓 회귀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를 생성하는 다양한 분포에 대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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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볼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일 경우 여러 분포의 조합도 고려할 수 있

다. 또한 실제 자료 분석의 경우는 예제 자료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세 통계량들

의 전반적인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추후 다양한 적합도 검정 통계량 방법들이 제시되고 기존에 제시된 방

법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나, 다항 로짓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통계량으로써 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

로 여러 통계량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잔차도와 같이 적합도 검정에 기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림을 추가하여 적합도 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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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goodness-of-fit tests using grouping strategies  

for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odel

                                    Song, Mi Kyung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odel, which is used to examine linear 

associations between a nominal categorical response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is defined through logit functions for pairs of each category with a 

baseline category. In recent medical studies, many researchers are increasingly 

using such models to try to understand various phenomena concerning diseases. 

Thus, the researchers want to buil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ir data and a 

goodness-of-fit test is a method to statis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ree different 

goodness-of-fit tests using grouping strategies, proposed by Fagerland, Hosmer 

and Bofin (2008), Bull (1994), and Pigeon and Heyse (1999). Since Bull’s and 

Pigeon and Heyse’s methods were not assessed concretely for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the two methods are compared and evaluated more concretely with 

Fagerland, Hosmer and Bofin’s method. Also, Pearson (1900)’s method is also 

examined as 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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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ion studies were used to evaluate the four different methods in terms 

of null distributions and power. The number of categories for a response 

variable was set to 4 and 5, and that of independent variables, 1 and 2. The 

number of groups for grouping strategy was set to 5 and 10.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Pearson’s method had the worst performance and that the 

simulated null distributions of Fagerland, Hosmer and Bofin’s method were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distributions suggested by the authors, although 

inappropriate values of the statistic increased as the numbers of categories of 

a response variable and covariates increased. The simulated null distributions 

of Bull’s and Pigeon and Heyse’s methods tended to be skewed to the left 

compared to the distributions suggested by the authors. Regarding power, 

Pearson’s method showed the lowest power in every case and the other three 

methods showed a bit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of 

covariates. When the main effect term was omitted from the model, power of 

Bull’s and Pigeon and Heyse’s methods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When 

the quadratic term was omitted, the three methods except Pearson’s showed 

relatively proper power. Fagerland, Hosmer and Bofin’s method had a bit higher 

power than the others when the interaction term was removed.


Key words :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goodness-of-fit test, 

             grouping strategy, nu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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