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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존의 회귀식을 사용하거나 새로 유도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특성을 간과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료들에서 구해진 회귀식은 분명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구.

분되어 유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간혹 그 구분을 무시하고 역으로 적용하는 경

향이 있었다 그러나 독립종속변수가 서로 바뀌면 연직거리의 잔차들로부터 유도되는 기존의 회귀분석에. , ,

의하여 회귀식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역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해결하기 본 연구에서는 상호변, .

수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내용을 검토를 위해 임진강 영평천의 영중수위표 지점의. 200

년의 유량측정자료와 수위 유량곡선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상호변수 회귀분석을 사용하면1 2003 - . ,～

기존의 잘못 사용해온 관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최소자승 회귀분석 수위 유량곡선 상호변수핵심용어 최소자승 회귀분석 수위 유량곡선 상호변수핵심용어 최소자승 회귀분석 수위 유량곡선 상호변수핵심용어 최소자승 회귀분석 수위 유량곡선 상호변수: , - ,: , - ,: , - ,: , - ,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자료들로부터 회귀식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 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least-squares)

다 이미 만들어진 회귀식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수위 유량곡선 과 같이 자연하천. , - (rating curve)

을 대상으로 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측정하여 회귀식

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수자원과 환경 공학 분야에서는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

기존의 회귀식을 사용하거나 새로 유도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특성을 간과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료들에서 구해진 회귀식은 분명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구.

분되어 유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간혹 그 구분을 무시하는 경향이있다 예를 들.

어 주어진 독립변수의 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종속변수의 추정치를 구할수 있다 반대로 주어진 종속변수의.

값을 회귀식의 역함수에 대입하여 독립변수의 추정치를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료들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뀌게 되면 회귀식이 역함수관계가 아니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이렇게 독립종속변수가 서로 바뀌면 회귀식이 서로 달라지는 이유는 최소자승법에서 자료와 회귀식이

가장 근접하는 수직 거리들의 자승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독립변수와 회귀식(perpendicular) ,

의 연직 거리들의 자승의 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회귀상수들이 유도 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vertical) .

구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의 최소자승법에 있어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회귀식과 자료의 연직잔차가 아닌

수직잔차의 자승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새로운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 김두섭 등 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보다 현실적인 자료인 임(2000) ,

진강 영평천의 영중수위표 지점의 년의 유량측정자료와 수위 유량곡선을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2001 2003 -～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문제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독립종속변수의 구분없이 역방향으로도 회귀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호변수 최소자승 회귀분석을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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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최소자승회귀분석기존의 최소자승회귀분석기존의 최소자승회귀분석기존의 최소자승회귀분석2.12.12.12.1

회귀분석은 (x1,y1),(x2,y2), ,(xn,yn)와 같은 관측치에 직선을 적합시키는 것이다.

y=a0+a1x+ε (1)

여기서 a0와 a1은 회귀상수를 나타내고, ε은 관측치와 회귀식에 의한 잔차로 식 와 같다(2) .

ε=y-a0-a1x (2)

따라서 잔차 ε은 y의 참값과 회귀식으로 계산된 근사값 a0+a1x사이의 차이다 결국 식 의 각 잔차. (2)

들의 자승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소자승 법이라 한다 등 이 경우 잔차(least-square) (Carnahan , 1969).

를 자승하여 합을 구하므로 잔차가 큰 자료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증가되어 결국 시각적 접근법과 같은 결,

과를 나타내며 자료들의 최적 회귀식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식 이다. (3) .

S r= ∑
n

i=0
ε2i = ∑

n

i=0
(y i,measured-y i, model )

2=∑
n

i=0
(y i-a0-a1x i)

2
(3)

여기서, i는 자료의 번호이고, n은 자료의 총 개수이다 식 에서. (3) a0와 a1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Sr이

a0와 a1에 대해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a0와 a1에 대한 Sr의 편미분값이 이 되도록0

하여 연립으로 풀면 a0와 a1을 식 와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등(4) (5) (Chapra , 1998).

a1=
n∑xiyi-∑xi∑yi
n∑x2i -(∑xi)

2 (4)

a0=y-a1x (5)

여기서, y =∑yi/n이고 x =∑xi/n으로서 관측자료 y와 x의 평균이다 결과적으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y î는 회귀식에 의한 종속변수의 추정값이다.

yî=a0+a1xi (6)

기존의 최소자승 회귀분석의 문제점기존의 최소자승 회귀분석의 문제점기존의 최소자승 회귀분석의 문제점기존의 최소자승 회귀분석의 문제점2.22.22.22.2

선형 회귀분석은 자료에 최적의 직선을 적합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 (6)

의 회귀식은 독립변수 x로부터 종속변수 y의 반응결과를 ŷ로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y로부터 x의

반응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 x로부터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과, y

로부터 x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표 자료에서 독립변수를1 x로 종속변수를 y로하여 식 와 로 유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4) (5) .

yî=25+0.6xi (7)

x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y 34 25 28 43 38 39 52 54 50 52 58

표 회귀식 유도를 위한 자료 김두섭 등1. ( , 2000)



또한 같은 자료에서 독립변수를 y로 종속변수를 x로하여 유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xî=-27.777+1.3436yi (8)

여기서 hat( y î 또는 x î 은 각 회귀식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나타낸다 식 의 선형직선을) . (8) x î의 함수로

변환하면 다음 식과 같아진다.

yi=20.674+0.7442xî (9)

20

30

40

50

60

70

0 20 40 60x

y

  y

  x→y

  y→x

Measurement

Reg
re

ss
ion

 lin
e

y

iy

ixaa 10 +

ii xaay 10 −−

ix
x

Measurement

Reg
re

ss
ion

 lin
e

y

iy

ixaa 10 +

ii xaay 10 −−

ix
x

Measurement

Reg
re

ss
ion

 lin
e

y

iy

iyaa 10 +

ii yaax 10 −−

ix
x

Measurement

Reg
re

ss
ion

 lin
e

y

iy

iyaa 10 +

ii yaax 10 −−

ix
x

그림 독립변수의 교체에 독립변수가1. (a) x인 경우 독립변수가(b) y인 경우

따른 회귀식의 결과 그림 독립변수에 따른 최소자승법의 모식도2.

그림 의 범례에서 는 자료의 값을 나타내고 는1 y , x y→ x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식 을 나(7)

타내며 는, y x→ y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로 식 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9) . 1

수를 x또는 y로 다르게 사용함으로서 그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그림 에 나타난. 2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다를 경우 잔차의 형태가 와 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잔차의 자승의 합이 최소가(a) (b)

되도록 유도된 회귀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 역으로 사용하면 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홍수예측모형의 경우 강우자료와 유역의 정보로부터 예측지점의 수위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쉽게 획득 가능한 수위자료로부터 수위 유량곡선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환산하고 이 유량을 이용하여 홍수예- ,

측모형으로 홍수량을 산정하며 이것을 다시 수위 유량곡선으로 환산하여 홍수위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 .

홍수예측모형의 입력자료인 유량은 회귀식의 종속변수가 되고 출력자료인 홍수유량은 회귀식에서 독립변수,

가 되어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서로 바뀌게 되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1 .

새로운 최소자승 회귀식의 유도새로운 최소자승 회귀식의 유도새로운 최소자승 회귀식의 유도새로운 최소자승 회귀식의 유도2.32.32.32.3

그림 은 새로운 개념의 최소자승법의 모식도이다 즉 그림 나 에서는 관측점과 회귀식의 연직3 . , 2(a) (b)

또는 수평거리의 최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점에서 회귀식에 수직 이 되는(vertical) , (perpendicular)

최소거리들의 자승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에서의 회귀식을 식 이라. 3 (10)

할때 점( x i, y i 에서 식 에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10) ( x i, y i 라 하면 이들 점간의 거리) di는 식 과 같이(11)

유도되고 최소자승법의 정의에 따라 회귀식에 수직거리, d i의 자승의 합은 식 와 같다(12) .

y=a0+a1x (10)

di
2=
(yi-a0-a1xi)

2

a1
2+1

(11)

Sr=∑
n

i=0

(y i-a0-a1x i)
2

a1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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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새로운 최소자승법의 모식도 그림 새로운 최소자승 회귀분석의 결과3. 4.

식 를 식 과 비교하면 단지(12) (3) a1
2+1의 항이 분모에 추가된 점이 다를 뿐이다 회귀상수. (a0,a1)을 유

도하기 위하여는 식 를(12) a0과 a1으로 각각 미분한 결과가 각각 이되는0 a0과 a1을 구하여야 한다.

∂Sr
∂a0
=
-2

a1
2+1
∑(yi-a0-a1xi) (13)

∂Sr
∂a1
=-2∑[

(yi-a0-a1xi)xi
a1
2+1

+
(yi-a0-a1xi)

2a1
( a1

2+1)2
] (14)

그러나 미분결과가 위와 같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a0와 a1을 식 와 와 같이 유도해 내는 것(4) (5)

은 곤란하다 그러나 식 를 수치해석적으로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표 의 자료로부터 의. , (12) . 1 Excel

해찾기 모형 이종혁 으로 식 를 최적화시킨 회귀상수는“ ” ( , 1999) (12) ( a0=23.79934, a1 로 계산되=0.640022)

였다 이 결과를 나타낸 그림 의 범례에서 와 및 는 앞에서 그림 의 설명과 같고 는 본. 4 y x y y x 1 , y x→ → ↔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회귀분석방법으로 구한 회귀식을 나타낸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수 있는 상호변수 회귀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변수 회귀분석의 결과는 식 와 같. (15)

다.

yî=23.799+0.6400xi (15)

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의 적용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의 적용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의 적용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의 적용3.3.3.3.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 방법을 수위 유량곡선에 적용하여 실제자료에 대하여 검-

토해 보았다 사용된 자료는 임진강 영평천에 있는 영중수위관측소 관측소번호 의 년간의. ( 010650) 2001 2003～

유량측정성과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강홍수통제소 보고서의 수위 유량곡선식은 다음과 같다( , 2003), - .

Q=73.880(H+0.12)2.3272 (16)

그러나 같은 유량측정성과자료를 선형화시켜 의 해찾기 모형을 이용하여 최적화시킨 결과 식, Excel “ ” (17)

과 같이 유도되었다 식 과 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시행착오법에 의해 식 의 를 구하지만. (16) (17) , (16) 0.12

식 의 경우 최적화 기법으로 구한 것으로 식 이 보다 정확한 값이다(17) (17) .

Q=71.131(H+0.131)2.3616 (17)

여기서 식 은(17) 를 독립변수로 하고 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한 회귀식(→ 이다 절에서 언급) . 2.2

한 식 와 같이(9) 를 독립변수로 하고 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한 회귀식(← 은 식 과 같다) (18) .

Q=57.181(H+0.192)2.5670 (18)



한편 절에서 설명한 상호변수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구한 회귀식2.3 (↔ 은 식 와 같다) (19) .

Q=59.620(H+0.181)2.5294 (19)

영중수위표의 년 유량측정성과자료와 식 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 그림 이다 자료가2001 2003 (17) (19) 5 .～ ～

많아 그림 과 같이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차이는 그림 에 나타낸 표의 결과와 같이 명확하다 지금까4 , 6 .

지는 에서 를 유도한 회귀식을 이용해 유출모형의 결과유량을 수위로 환산하였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가 달라지면 회귀식이 달라지는 점을 간과하고 사용해왔다 그러나 유량으로부터 수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

에서 를 유도한 회귀식을 사용해야만 정확한 의미에서 최소자승회귀분석이 된다.

그림 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위에서 식 을 사용해 유량을 구하고 같은 유량을 식 을 이용해서 수6 (17) , (18)

위로 환산한 결과 처음과 다른 수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상호변수가 교환 가능한 식 를 사용해서 수. (19)

위 유량곡선을 유도하여 사용하여야만 그림 와 같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b) .

식(17) 식(18)

H (m) Q (m
3
/s) H (m)

1.00 95.13 1.03

2.00 424.66 1.99

3.00 1053.57 2.92

4.00 2027.38 3.82

식(19) 식(19)

H (m) Q (m
3
/s) H (m)

1.00 90.81 1.00

2.00 428.54 2.00

3.00 1113.21 3.00

4.00 2222.58 4.00

그림 영중수위표 유량측정자료와 기존 회귀식에 내포된 문제 상호변수 회귀식의 결과5. (a) (b)

수위 유량곡선들간의 비교 그림 기존과 상호변수 최소자승회귀분석의 적용결과 차이점- 6.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기존에는 자료들의 종속변수와 회귀식의 연직잔차의 자승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상수를 결정하여 사용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직잔차를 사용함으로서 동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독립종속변수가 바뀌는 경우.

에는 결과가 다른 회귀식으로 유도되므로 독립종속변수를 바꾸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호변수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은 자료와 회귀식의 연직이 아닌 수직잔차를 사용함으

로서 독립종속변수가 바뀌는 경우에도 동일한 회귀식이 유도되어 상호간의 변수의 교환사용이 가능하다.

상호변수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으로는 해석적으로 회귀상수를 구하기 곤란하지만 대중화된 의 최적, Excel

화 모형인 해 찾기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공학분야의 실험자료의 분석과 관측자료의 해석“ ” .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에도 적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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