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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양적 혹은 질적 설명변수를 이용해서 이분형 반응변수를 설명하는 하

나의 통계적인 기법이다. 이 모형에서는 반응변수가 1이 될 확률을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의 변환

(혹은 함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비통계학자들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넘어야 할 커다란 장벽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

형의 필요성을 엑셀 VBA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교육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반응변수가 1이 될 확

률을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모형화 할 때의 문제점과 선형결합에 대한 변환을 통해 이 문제점이 어떻

게해소되는지보여준다.

주요용어: 승산비, 엑셀매크로, 이분형로지스틱회귀모형.

1. 서론

반응변수가 질적변수인 경우 흔히 이용되는 모형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

석은 ‘예, 아니오’와 같이 두 개의 값을 가지는 이분형 반응변수를 한 개 이상의 설명변수를 가지고 설

명하는통계적인분석기법이다. 이모형에서는반응변수가취하는값중하나, 예를들어 1이될확률을

설명변수의 선형결합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통계학자들은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

문에이분형로지스틱회귀모형은이해하기어려운모형이라고지레짐작하게된다.

설명변수가두개의값만을가질때선형회귀분석의가정들이위배되게된다. 다시말해이분형변수

는 오차의 분포 역시 이분형이 되어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렵고,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지 않

기 때문에 등분산성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 반응변수가 이분반응일 때 선형 회귀분석을 적용하면 발생

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예측값 (predicted value) Ŷ가 1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설명변수의효과크기를과도하게낮게추정할가능성이있다.

이처럼 이분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선형 회귀분석은 적절한 통계분석법이라 할 수 없으며, 대신 이

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흔히 사용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반응변수가 1이 될 확률

을설명변수의선형결합으로직접설명하지않고선형결합의로지스틱변환으로설명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통계학자의 관점에서 부딪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엑셀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는 교육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쉽게 접근

하고사용할수있는엑셀의 VBA를이용하고자한다.

1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 교신저자: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초빙조교수.
E-mail: chsuk1@kmu.ac.kr



404 Cheolyong Park · Hyun Seok Choi

엑셀의 VBA 기능을 이용한 도구 개발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에서는엑셀 Add-In프로그램인 KESS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oftware)를개발하였으며, Kim

(2012)은 엑셀 매크로기능을 이용한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의 라운드 키 생성 방법을 연구

하였다. 또한 Choi와 Ha (2012)는 엑셀 매크로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즈 (Bayes) 정리 교육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Choi와 Park (2013)은 엑셀 VBA을 이용한 가변수 회귀모형 교육도구를 개발하였다. Park

(2011)은 엑셀 VBA를 이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나, 분석결과만 제공

해주고있어설명과과정을위주로한이연구와는차이가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엑셀의 VBA에 기초한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소개

하고 있다. 3절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수행결과와 함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

형에대해서자세히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논의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가 1이 될 확률과의 관계, 로짓 변

환, 로지스틱모형, 승산비등에대한설명및결과분석등을단계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엑셀 VBA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제어와 함수 사용, 설명, 그

래프 등을 위하여 양식도구, 매크로, VBA를 사용하였다. 양식도구는 Dialog Sheet상에서 대화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매크로는 이용자의 작업 처리를 코드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

중에 이 코드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다. 엑셀 매크로의 경우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명

령어를 모아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것 외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내장하여 단순한 명령

어 나열이 아닌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Jacobson, 2002; Walkenbach,

2004).

엑셀의 분석도구는 제한적이어서 함수를 이용한 일반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엑셀 VBA로 프로

그램을 작성하면 고급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엑셀의 비주얼베이직 매크로를 이용한 다양한 통

계교육 혹은 분석도구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Lee, 2008: Choi와 Ha, 2012; Choi와 Park, 2013).

또한 웹사이트 www.unistat.com, www.xlstat.com에서도 엑셀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방법을 제공

하고있다.

본교육용도구개발을위해 VBA Project의모듈창에다음과같이코드를작성하였다.

첫째, Sub 문으로지정된셀에서입력받은값을수식을이용하여기록하는프로시저를작성하였다.

둘째, 엑셀자체에서제공되는분석기능과 VBA 등으로작성된프로그램을연결하였다.

셋째, 명령단추 (command button)를 사용하여 단추를 누르면 바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였다

(Choi와 Park, 2013).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명

3.1. 로지스틱 회귀모형

반응변수 Y가 0, 1 만의 값을 갖는 이분형 변수인 경우 x가 주어졌을 때의 Y의 기댓값 E(Y |x) =

P (Y = 1|x)는 x가변함에따라 S형의곡선을그리는경우가많이나타난다. 이와같은경우 E(Y |x)를
x의 선형함수인 β0 + β1x로 설명하고자 하는 선형 회귀모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β0 +

β1x는모든실수값을취할수있지만 E(Y |x) = P (Y = 1|x)는 0과 1 사이의값을취하기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x ≡ P (Y = 1|x) 혹은 β0 + β1x에 적절한 변환을 함으로서 양쪽이 취하는 값

의 영역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p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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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변환 (logit transformation) log px
1−px

를취해이것을 β0 + β1x을사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다시

말해 승산 (odds) px
1−px

에 대해 로그 변환을 한 것이 로짓 변환이며 로짓 변환을 통해 log px
1−px

가 취하

는 범위가 실수값 전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px에 대한 로짓 변환을 β0 + β1x에 대한 변환으로

나타내면다음의로지스틱함수 (logistic function)가된다.

px =
exp(β0 + β1x)

1 + exp(β0 + β1x)

β0 + β1x에대한로지스틱변환을통해 px가취하는값이 0과 1 사이가됨을알수있다. 로지스틱변

환대신에표준정규분포의누적함수 Φ를이용하여

px = Φ(β0 + β1x)

로모형화하는것이바로프로빗 (probit) 변환이다.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설명변수의 수준에서 여러 개의 반응변수가 관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설명변수의 각 수준에서 비교적 많은 반응변수의 반복관측이 있으면 가중최소제

곱법 (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사용하고, 반복관찰이없거나아주작은경우에는최대우도추

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사용한다.

3.1.1. 가중최소제곱법

가중최소제곱법은 기본적으로 설명변수의 수준에서 반응변수가 반복 관측된 경우에 사용된다. 설명

변수가 1개인 경우 관측된 x수준이 c개 있다고 하자. 각 수준 xi (i = 1, 2, · · · , c)에서 반응변수 Y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회수를 ni (i = 1, 2, · · · , c)라 하자 이 때 설명변수 xi수준에서 Y값이 1인 횟수를

ri (i = 1, 2, · · · , c)라 하였을 때 xi에서 Y값이 1을 취할 표본비율은 p̂i = ri/ni가 되며 따라서 px는

p̂i로 추정되게 된다. 로짓 변환 log p̂i/(1 − p̂i)을 통해 비선형함수를 선형함수로 변환할 수 있으나, 이

것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ωi = nip̂i(1− p̂i)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3.2절에서

단계적으로설명하였다.

3.1.2. 최대우도추정법

설명변수의각수준에서 Y의반복적인관측이아주작거나없으면표본비율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사용하여로지스틱반응함수 px를추정하여야한다.

3.2.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양식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메뉴화면 (Figure 3.1)으로 이동한다. 각 명령단

추를 클릭하면 VBA Project의 모듈 창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해당 메뉴로 이동한

다. 또 Add-In 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어메뉴표시줄에 ‘이분형로지스틱회귀모형교육’이추가된다.

각메뉴를클릭하면 VBA Project의모듈창에서비주얼베이직으로작성한프로그램의해당메뉴로이

동한다.

Figure 3.1 Main menu

특정메뉴가작동하는원리를한가지소개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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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Y의 예측치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 (b) 전과정

Figure 3.2 Binary response variable and linear regression model

Figure 3.1의 주 메뉴 (main menu)에서 “이항반응변수와 선형회귀모형” 단추를 누르면 반응변수가

0과 1 두 가지 값만 취하는 이분형 변수일때 선형회귀모형에서 설정한 가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확

인할수있다.

선형회귀모형 Y = β0 + β1x+ ϵ에서조건부기대값은 E(Y |x) = β0 + β1x이다. 따라서 0, 1의값을

취하는이분형반응변수에대해서는

0 ≤ P (Y = 1|x) = E(Y |x) ≤ 1

인데비해 −∞ < β0 + β1x < ∞가된다. 다시말해선형회귀모형을사용하게되면 P (Y = 1|x)가 1보

다크거나 0보다작게추정될수있는것이다.

단추를 클릭하면 단계적으로 과정이 Figure 3.2(b)와 같이 나타난다. “[4] 예측값” 단추를 누르면

Figure 3.2(c)와 같이 회수된 쿠폰수 옆에 회전자가 나타난다. 회전자를 클릭하여 수를 증가 혹은 감

소시키면 예측값이 0보다 작아지거나 1보다 큰 경우가 나타나게 되어 확률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

인할수있다.

0 ≤ E(Y |x) ≤ 1인 경우 E(Y |x) > 1 또는 E(Y |x) < 0인 경우

Figure 3.3 Values of E(Y |x) for original and modified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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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의 주 메뉴 (main menu)에서 “이항반응변수와 선형회귀모형의 변환”의 단추를 누르면 로

짓변환에의한로지스틱회귀모형을단계적으로나타내어설명한다.

Figure 3.4 Binary response variable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설명변수가하나인경우 P (Y = 1|x)는 β1 > 0 (혹은 β1 < 0)이면 S자 (반S자)곡선으로 x가증가함

에따라 1 (혹은 0)에수렴하고 x가감소함에따라 0 (혹은 1)으로수렴하여야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

에서는로지스틱함수 (logistic function)

px = P (Y = 1|x) =
exp(β0 + β1x)

1 + exp(β0 + β1x)

를 통해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상기의 β0 + β1x에 대한 함수를 P (Y = 1|x)에 대한 함수로 변환
하게되면다음의로짓변환 (logit transformation)

log
px

1− px
= β0 + β1x

이되는것을쉽게알수있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로지스틱함수

px =
exp(β0 + β1x)

1 + exp(β0 + β1x)

를 이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을 취하게 만드는 반면,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px = Φ(βo + β1x)를

이용하는것을프로빗 (probit) 회귀모형이라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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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xplanation of logistic and probit regression models

Figure 3.1의 주메뉴 (main menu)에서 “예제분석과 설명1”의 단추를 누르면 Figure 3.5와 같이 가

중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해 예제 자료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가 1이 될 확률과의 관계, 로짓 변환을 통한 선형화 등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단계적으로설명하여스스로학습할수있도록하였다.

Figure 3.6 Example 1 of data analysis and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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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필요성을 엑셀 VBA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교육도구를 개

발하였다. 반응변수가 1이 될 확률을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모형화 할 때의 문제점과 선형결합에 대한

변환을통해이문제점이어떻게해소되는지단계별로보여주는프로그램이완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통계학 전공자나 일반인 모두 학습자 스스로 통계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학 강의에서 보조 자료로도 사용가능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설명과 함께 주어지므로 학습효과

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엑셀 프로그램만 있으면 바로 실행하여 원리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AS나 SPSS 등의 통계패키지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제공보다는 이론적인 배경을 그림, 예제와 함께 설명하는

데중점을두었다. 앞으로도엑셀의 VBA 기반다양한교육도구들이더욱많이개발되어일반인들이통

계학의기본개념과분석절차를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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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a statistical technique that explains binary

response variable by quantitative or qualitative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probability that the response variable equals, say 1, one

of the binary values is to be explained as a transformation of linear combin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This is one of big barriers that non-statisticians have to overco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odel. In this study, an educational tool is developed that

explains the need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Excel VBA. More

precisely, this tool explains the problems related to modeling the probability of the

response variable equal to 1 as a linear combin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n

shows how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some transformations of the linear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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