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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회귀모형에서 변수선택법 중에서 전진선택과 후진제거의 과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래

픽적 방법을 제안한다. 반지름이 1인 반원의 제1사분면에는 전진선택 과정을, 제2사분면에는 후진제

거 과정을 표현한다. 각 단계에서 회귀제곱합을 벡터로 표현하고, 추가제곱합 또는 부분결정계수를

벡터 사이의 각도로 나타내며 벡터의 끝을 연결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점선으로 표현하여 부분가

설검정의 통계적 분석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진선택과 후진제거

방법에의한최종모형을비교분석하고전체적으로모형의적합도를파악할수있다.

주요용어: 변수선택, 부분검정, 부분결정계수, 추가제곱합.

1. 서론

회귀모형을 그래픽적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Box 등 (1978), Magoris (1979), Herr

(1980), Draper와 Smith (1981), Bryant (1984) 등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은 회귀

분석의 분산분석표에서 총제곱합이 회 귀제곱합과 잔차제곱합으로 분해되고 각 제곱합에 대응하는 벡터

의노름 (Norm)과각도로이차원평면에기하학적으로표현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서프레션 (suppression)에 관한 기하학적인 설명을 회귀제곱합의 분해로 표현한 연구

는 Hamilton (1987, 1988), Schey (1993), Sharpe와 Roberts (1997)와 이를 확장한 Friedman와 Wall

(2005) 그리고이에대하여토론한 Christensen (2006) 등이있다.

다중회귀모형의반응변수에영향을주는설명변수들의관계를설명하는그래픽적인방법을제안한이

우리 등 (2007)은 회귀제곱합의 분할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특히 설명변수가 두개인 모형

에서서프레션의발생여부를그래픽적인방법으로설명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선택방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설명변수 선택방법 중에서 전진선택 (forward selection)과 후진제거 (backward elimination)

방법을 사용하며, 각 단계별 회귀제곱합과 회귀제곱합 사이의 추가제곱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결정계

수와 부분결정계수를 이용하여 이차원 평면위의 반원에 벡터의 노름과 벡터사이의 각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2절에서는다중회귀분석자료에대하여전진선택과후진제거방법을동시에구현하는전체

적인 과정을 반원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절에서는 두 종류의 예제에 대하여 표현

하고 설명한다. 4절에서는 단계식선택 (stepwise selection) 방법 등의 다른 변수선택 방법에 대하여 향

후연구를토론하며결론을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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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학적 표현 방법

2.1. 전진선택 방법

k개의 설명변수가 포함된 다중회귀모형에서 제일 먼저 설명변수가 하나인 k개의 단순회귀모형 중에

서 최상의 모형을 선정하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하고 나 머지 설명변수들 중에서 하나씩 추가로 선택하는

전진선택 방법을 고려하자. 여기서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수가 i개인 i번째 단계의 회귀제곱합 (re-

gression sum of squares)을 SSR(i)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정계수 (determinant coefficient)는

R(i)
2 = SSR(i)/SST로정의한다. 여기서 SST는 k개의설명변수가모두포함된회귀모형에서의총제

곱합 (total sum of squares)이며, i = 1, 2, . . . , k 이다.

임의의 i+1번째단계에서변수가추가되어증가한추가제곱합 (extra sum of squares)은 SSR(i+1)−
SSR(i)로구할수있으며, i번째단계의 (축소)모형과 i+1번째단계의 (완전)모형에대한다음과같은

가설에대하여부분 F 검정 (partial F test)을실행한다.

H0 : i번째단계의회귀모형이적합하다.

H1 : i+ 1번째단계의회귀모형이적합하다.

검정통계량인부분 F 검정통계량 (partial F test statistic)은 F = (SSR(i+1)−SSR(i))/MSE(i+1)로

정의된다. 부분 F 검정에 대응하는 부분결정계수 (partial determinant coefficient)는 ∆R2
(i) ≡

R2
(i+1) − R2

(i) = (SSR(i+1) − SSR(i))/SST로 정의되며, 부분 F 검정의 p-값이 5%의 유의수준보

다작으면부분결정계수옆에 * 표시하고, 1%보다작은경우에 ** 표시하면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된

다.

설명변수가 하나씩 추가되는 전진선택 과정을 반지름이 1인 제1사분면의 원에 표현하기 위해 i번

째 단계의 회귀제곱합을 벡터 (vector)의 노름 (Norm) ||V(i)||으로 설정하는데, 총제곱합인 SST를

최대의 크기 1로 정하여 노름을 구하기 때문에 노름은 결정계수와 동일하다. 즉 ||V(i)|| = R2
(i) =

SSR(i)/SST .

임의의 i번째 단계와 i + 1번째 단계 사이의 부분결정계수를 i번째 벡터와 i + 1번째 벡터 사이의 각도

θf(i)로다음과같이정의하여표현한다.

θf(i) =
∆R2

(i)∑k−1
i=1 ∆R2

(i)

× π

2
.

이 과정을 이차원 평면의 제1사분면에 구현하기 위해서 θf(i)의 합이 π/2 = 90◦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벡터들의 끝을 연결할 때, 부분 F 검정 결과가 유의하면 (부분결정계수 옆에 * 표시가 있으면)

점선으로 표기한다. 그림 2.1의 오른쪽은 반지름이 1인 반원의 제1사분면이며 여기에 전진선택 과정을

기하학적으로표현하였다.

2.2. 후진제거 방법

후진제거 방법은 k개의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완전모형인 0단계에서 출발하여 1단계에서는 하나의

설명변수가 제거되고 순차적으로 제거되는 방법으로 k − i개의 설명변수가 포함된 i단계의 회귀모형에

서의 회귀제곱합과 이에 대응하는 결정계수는 전진선택 방법에서와 유사하게 SSR(i)와 R(i)
2로 정의한

다. 또한결정계수와동일한벡터의노름도동일하게정의한다. 단지여기서 i = 0, 1, . . . , k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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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진선택과 후진제거 방법의 기하학적 표현

후진제거 방법에서 i + 1번째 단계에서 하나의 설명변수가 제거되어 감소한 추가제곱합의 절대값에

대응하는부분결정계수 (∆R2
(i), i = 0, 1, 2, . . . , k − 2)는전진선택과정에서와동일하게구하고벡터사

이의각도 θb(i)는다음과같이구한다.

θb(i) =
∆R2

(i)∑k−2
i=0 ∆R2

(i)

× π

2
,

여기서 θb(i)의 합도 θf(i)의 경우와 동일하게 90◦가 되며, 그림 2.1의 왼쪽은 반지름이 1인 반원의 제2사

분면이며여기에후진제거과정을기하학적으로표현하였다.

3. 실증예제들

3.1. 토양특성 자료

다음 자료는 Rawlings 등 (1998, pp. 161-163)에 수록된 토양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총 다섯 개의

설명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변수는 X1 =염분 (Salinity; ‰), X2 =수분의 산성화 정도 (pH; ppm),

X3 =칼륨 농도 (K; ppm), X4 =나트륨 농도 (Na; ppm), X5 =아연 농도 (Zn; ppm) 그리고 반응변수

Y = 대기중 생물체량 (gm−2)이다. 이 자료의 총제곱합은 SST= 19,170,963이다. 우선 이 자료에 대

하여 전진선택법에서 설명변수를 하나씩 추가시킨 분석결과를 표 3.1에 후진제거 과정의 분석결과를 표

3.2에각각정리하였고본논문에서제안한기하학적인표현방법을그림 2.1에구현하였다.

표 3.1에서 두 번째 열인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나타내고, i번째 단

계에서의 회귀제곱합 SSR(i)을 세 번째 열에 나타내었으며, i번째 단계의 회귀제곱합을 벡터의 노름으

로표현한 ||V(i)||와결정계수 R2
(i)는동일하므로네번째열에나타내었다. 부분결정계수 ∆R2

(i)를다섯

번째 열에 나타내었으며, 여기까지는 후진제거 방법의 과정을 설명한 표 3.2와 동일하다. 표 3.1의 여섯

번째 열에서는 전진선택 과정에서의 벡터 사이의 각도 θf(i)를 나타내고, 표 3.2의 여섯 번째 열에서는 후

진제거과정에서의벡터사이의각도 θb(i)를나타내었다.

표 3.1과 그림 2.1의 제1사분면에서 전진선택 과정의 기하학적 표현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1단계에

서 X2 변수가 선택되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 시계반대방향으로 X4, X5, X1, X3 변수가 선택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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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진선택 과정

단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회귀제곱합 SSR(i) 결정계수, ||V(i)|| 부분결정계수 ∆R2
(i) θf

(i)

1 X2 11,490,388 0.5994

0.0591** 68.203

2 X2,X4 12,622,789 0.6584

0.0040 4.639

3 X2,X4,X5 12,699,815 0.6625

0.0093 10.761

4 X2,X4,X5,X1 12,878,489 0.6718

0.0055 6.397

5 X2,X4,X5,X1,X3 12,984,700 0.6773

표 3.2 후진제거 과정

단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회귀제곱합 SSR(i) 결정계수, ||V(i)|| 부분결정계수 ∆R2
(i) θb

(i)

0 X1,X2,X3,X4,X5 12,984,700 0.6773

0.0025 2.831

1 X1,X2,X3,X5 12,937,689 0.6749

0.0027 26.187

2 X1,X2,X3 12,602,893 0.6522

0.0046 5.315

3 X2,X3 12,414,654 0.6476

0.0482** 55.667

4 X2 11,490,388 0.5994

벡터의 노름은 조금씩 증가한다. 그리고 θf(1)는 1단계에서 변수 X4가 추가되어 증가한 부분결정계수에

대응하는 68◦이상의 유의한 큰 값이다. 따라서 벡터의 노름을 점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번

째단계에서선택된변수는유의한설명변수라고판단한다. 세번째단계에서는 X5 변수가선택되고부

분결정계수에 대응하는 θf(2)는 큰 값이 아니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벡터의 노름 사이가 실선으로 연결되

어 있음으로 세 번째 선택된 변수 X5는 유의한 설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림 2.1의 전

진선택 과정의 표현을 바탕으로 전진선택법의 의한 적절한 회귀모형은 최종적으로 X2, X4 변수가 선택

된모형이라고결론내릴수있다.

다음으로 후진제거 방법을 설명한 표 3.2와 그림 2.1의 제2사분면에 위치한 후진제거 과정의 표현을

살펴보자. 0단계의 완전모형은 수직축에 있는 벡터의 노름으로 나타나고, 제일 먼저 X4가 제거가 되며

각벡터의노름은조금씩감소한다. 그리고 θb(0)는변수 X4가제거된 1단계에서감소한부분결정계수에

대응하는벡터사이각도이며, 유의한값이아니므로실선으로표현하였다. 두번째와세번째단계에서

도 각각 제거된 X5, X1 변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며 부분결정계수와 이에 대응하는 벡터 사이 각도도

크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인 4번째 단계에서 4번째와 5번째 벡터의 사이 각도는 55◦이상의 큰 값을 가

지며, 유의하기때문에벡터의노름을점선으로연결하였다. 그러므로그림 2.1의후진제거과정의표현

을 바탕으로 후진제거 방법에 의한 적절한 회귀모형은 최종적으로 X2, X3 변수만 제거되지 않고 존재

하는모형이라고결론내릴수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전진선택 방법에 의한 최종모형은 변수 X2, X4가 포함된 회귀모형이며 후진

제거 방법에 의한 최종모형은 X2, X3 변수만 남은 회귀모형으로 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각각 0.6584와 0.6476으로 큰 차이가 없는 모형이며 모두 자료에 적

합한 회귀모형이라고 판단한다. 참고로 단계식 선택 방법에 의한 최종모형은 X2, X4 변수가 포함된 모

형으로전진선택방법에의한결과와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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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서 총제곱합인 SST의 크기를 반지름이 1인 반원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전체 모형

의적합도를파악할수있다. 즉그림 2.1에서수직축에나타난벡터의노름이 0.6773 (완전모형의결정

계수는 0.6773)으로 완전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3.2절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완전모형의 결

정계수가 0.9167로 매우 큰 값을 가진 자료를 표현한 그림 3.2는 그림 2.1의 기학학적 표현보다 커다란

도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3.1절에서 분석한 자료의 적합도는 3.2절에서 분석한 자료와 비교하여

적합도가충분히크지않다고판단할수있다.

3.2. 광고 자료

추가 예제로 Chatterjee와 Hadi (2000, pp. 236)의 광고자료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

자료의총제곱합은 335.45이며, 전진선택과후진제거과정을표 3.3에나타내고이를그림 3.2에구현하

였다.

표 3.3 전진선택 과 후진제거 과정

단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회귀제곱합 SSR(i) 결정계수, ||V(i)|| 부분결정계수 ∆R2
(i) θf

(i)

1 X3 220.56 0.6575

0.2405** 83.443

2 X3,X2 301.23 0.8980

0.0129 4.463

3 X3,X2,X1 305.55 0.9109

0.0000 0.002

4 X3,X2,X1,X5 305.55 0.9109

0.0006 2.092

5 X3,X2,X1,X5,X4 307.57 0.9169

후진제거

단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회귀제곱합 SSR(i) 결정계수, ||V(i)|| 부분결정계수 ∆R2
(i) θb

(i)

0 X1,X2,X3,X4,X5 307.57 0.9169

0.0058 2.021

1 X1,X2,X3,X5 305.62 0.9111

0.0002 0.073

2 X1,X2,X3 305.55 0.9109

0.0129 4.463

3 X2,X3 301.23 0.8980

0.2405** 83.443

4 X3 220.56 0.6575

전진선택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 X3 변수가 선택되고 결정계수는 0.6575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X2가 추가되며, 부분결정계수는 0.2405로 매우 유의하다.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추가되는 설명변수들

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최종모형은 X2와 X3가 포함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후진제거법에서는 완전모

형으로부터 유의하지 않은 변수 X4, X5, X1을 제거하고 남은 X2, X3 변수만이 포함된 모형이 최종모

형이된다. 이것은전진선택법에의한최종모형과동일하다.

그림 3.2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3.1절에서 논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전진선택과

후진제거에 의한 최종모형이 상이하였으나 3.2절에서의 자료에서는 일치된 최종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2에서와 같이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이 수직축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명변수가 X3

하나인단순회귀모형일때보다완전모형일때의결정계수 (R2 = 0.9169)가매우크며, 모형의적합도가

매우크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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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하학적 표현 II

4. 결론

본연구에서는다중회귀모형에서변수선택방법중전진선택과후진제거방법을기하학적으로표현한

그래픽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전진선택 및 후진제거 과정에서의 모형에 대응하

는 회귀제곱합은 벡터의 노름으로, 설명변수를 추가 (제거)하면서 증가 (감소)하는 추가제곱합을 벡터

와 벡터의 사이 각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현방법을 바탕으로 설명변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결

정계수의 크기를 살펴봄으로써 모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선택되거나 제거된 설명변수가 무엇인

지를시각적으로탐색할수있다.

전진선택에서 추가할 설명변수의 유의수준 (SLE; Significant Level for Entry)과 후진제거에서 제거

할변수의유의수준 (SLS; Significant Level for Stay)을특정한값으로설정할필요없이그래프를살펴

보면서전체적인상황을탐색하여결정할수있으며, 또한전진선택과후진제거결과를상호분석하면서

최종모형을유도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른 변수선택 방법인 단계식선택 과정에서는 회귀제곱합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하학적인 방법에서는 추가제곱합에 대응하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도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표

현이쉽지않다. 그러나본연구의표현방법을컴퓨터그래픽스를잘활용한다면어렵지않게표현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의 다른 변수선택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향후 연구과제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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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eometrical description method is proposed to represent the process of the forward

selection and backward elimination methods among many variable selection methods for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is graphical method shows the process of the forward

selection and backward elimination on the first and second quadrants, respectively,

of half circle with a unit radius. At each step, the SSR is represented by the norm

of vector and the extra SSR or partial determinant coefficient is represented by the

angle between two vectors. Some lines are dotted when the partial F test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o that statistical analysis could be explored. This geometrical

description can be obtained the final regression models based on the forward selection

and backward elimination methods. And the goodness-of-fit for the model could be

explored.

Keywords: Extra sum of squares, partial determinant coefficient, partial tes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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