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분산분석)

k-독립표본 F검정(일변량분산분석)은 하나 이상의 요인(factor)의 수준에 따라 한

종속변수의 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는 통계분석 모듈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각 요인 또는 그 조합의 수준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계산하고, 이를 잔차와 비교하여 이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함으로써 어느 요

인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 Rex에서는

분산분석표(ANOVA table)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사후검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메뉴호출하기

• Rex > 그룹비교 > 평균비교 > k-독립표본 F검정(일변량분산분석)

1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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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설정탭

2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1

2

3 4

5

메뉴 요소 설명

① 종속변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를 전체변수로부터 선택합니다. 반드시 1개

이상의 양적 변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요인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전체변수로부터 1개 이상 선택합니다. 종속변수와

중복하여 선택될 수 없습니다. 선택된 변수들은 질적 변수로 인식되어 분석

에 사용됩니다. 

③ 주효과
요인으로 지정된 변수를 1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주효과] 버튼을 클릭하

면, 개별 요인들이 최종모형에 각각 주효과로 포함됩니다. 

④ 교호작용
요인으로 지정된 변수를 2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교호작용] 버튼을 클릭

하면, 선택된 변수들의 교호작용이 최종모형에 포함됩니다. 

⑤ 최종모형

요인으로 지정된 변수들 중 주효과 또는 교호작용으로 정의된 변수들이 설

명변수로 간주되어 모형에 포함됩니다. 포함된 주효과 또는 교호작용 중 삭

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한 뒤 [삭제] 버튼을 클

릭하면 최종 모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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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옵션탭

3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1

2

3

4

5

6

메뉴 요소 설명

① 제곱합 유형

각 변수별 F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한 제곱합 계산방식으로 3가지 옵션 중

1개를 선택합니다. 

• Type I : 최종모형에 나열된 요인을 입력된 순서대로 검정합니다. 

• Type II : 최종모형에서 교호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주효과

만 고려한 상태에서 개별 주효과를 검정합니다. 

• Type III : 최종모형에서 모형 내 다른 주효과 및 교호작용을 모두 고려

한 상태에서 개별 요인을 검정합니다. 

② 사후분석수행 사후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③ 사후분석변수

[사후분석수행]이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콤보박스에 나열된 최종모

형에서 고려된 요인들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요인에 대하여 사후분

석이 수행됩니다. 

④ 등분산 가정함

[사후분석수행]이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사후분석변수]에서 선택된

요인의 수준별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후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SD :  Tukey의 HSD에 해당합니다. 검정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집단별 대상자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 LSD : Fisher’s LSD에 해당합니다. 가장 엄격하지 않은 사후검정방법

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 Scheffe :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N-K : Student-Newman-Keuls 방법으로 Tukey 방법의 변형방

식에 해당합니다. 집단별 대상자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 Duncan : Duncan’s method에 해당합니다. 

• Dunnett : Dunnett’s procedure에 해당합니다.  Dunnett이 선택

될 경우 [사후분석변수]에서 선택된 요인의 수준이 콤보박스에 나열

되며, 선택된 수준이 기저범주(reference)로 간주되어 이와 다른 집

단들과의 차이에 대해 분석합니다. 모든 조합에 대한 검정을 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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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옵션탭

4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1

2

3

4

5

6

메뉴 요소 설명

⑤ 등분산 가정하지 않음

[사후분석수행]이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사후분석변수]에서 선택된

요인의 수준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후분석 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옵션 모두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동일하

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Tamhane’s T2 :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

합니다. Games-Howell보다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상자수가

많아질수록 1종 오류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Games-Howell :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

능합니다. 표본수가 6개 미만인 경우 1종 오류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Dunnett T3 :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별 대상자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Games-Howell보다 검정력이

높지만, 50개 이상인 경우는 Games-Howell보다 1종 오류가 높아진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Dunnett C :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합니다. 집단별 대상자수가 50개 이상일 때 Games-Howell보

다 신뢰구간을 더 좁게 제시하며 검정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⑥ 신뢰수준

[사후분석수행]이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사후분석을 수행할 때 적용

되는 신뢰수준으로 0과 1 사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뢰수준의

Default는 0.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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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옵션탭

5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1

2

메뉴 요소 설명

① 잔차진단 그래프

최종모형에 설정된 선형모형을 적합시킨 후 계산되는 잔차(residual), 쿡의

거리(Cook’s distance), 지렛값(leverage value)를 이용한 잔차진단그래

프(diagnostic graph)를 생성합니다. 

② 박스그림 요인의 수준별로 종속변수의 박스그림을 생성합니다. 

③ 적합값
모형에 의해 해당 요인에 대해 예측된 종속변수의 값을 엑셀 시트에 저장합

니다. ANOVA_Fitted라는 변수명으로 저장됩니다. 

④ 잔차

모형에 의해 해당 요인에 대해 예측된 적합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인 잔차

를 엑셀 시트에 저장합니다. ANOVA_ResidOriginal 이라는 변수명으로 저

장됩니다. 

⑤ 표준화잔차
잔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을 엑셀 시트에 저장합니다. 

ANOVA_ResidStandardized라는 변수명으로 저장됩니다. 

⑥ 스튜던트화잔차

해당 개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된 표준편차로 잔차를 나눈 스튜던트화

잔차를 엑셀 시트에 저장합니다. ANOVA_ResidStudentized라는 변수명

으로 저장됩니다. 

⑦ 쿡의 거리

개별 개체들이 모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잔차와 지렛값을 동

시에 고려한 척도인 쿡의 거리(Cook’s distance)를 엑셀 시트에 저장합니

다. ANOVA_CookDist라는 변수명으로 저장됩니다.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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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 [변수설정] > [종속변수] ‘셀레늄‘ 지정

2. [변수설정] > [요인] ‘연령’ 입력 > [주효과] 클릭 > [최종모형] ‘연령‘ 추가 확인

3. [분석옵션] > [사후분석수행] 체크 > [사후분석변수] ‘연령‘ 확인 > [HSD] 체크

4. [출력옵션] > [박스그림] 체크

5. [확인]

6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소의 연령에 따른 육류의 셀레늄(selenium) 농도를 비교하였다. 연령은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4

가지 연령별로 육류에 존재하는 셀레늄 농도에 차이가 있는지 가설검정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Tukey의 HSD검정을 통해 사후검정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셀레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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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ucture]

• No. of total observations : 전체 개체 수

• No. of used observations : 분석에 사용된 개체 수

• No. of used variable(s) :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

[Variable List]

• 분석에 사용된 개별 변수들의 유효개수(N.valid), 유효퍼센트(%.valid), 결측수(N.miss), 결측퍼센

트(%.miss)가 출력됩니다. 

[Analysis Description] 

• Rex 분석 메뉴에서 지정된 내용이 출력됩니다. 

• Model : [변수설정] > [최종모형]에 지정된 모형

• SS (sum of squares) : 분산분석표 계산 시 사용될 제곱합 유형 (Type II)

• Posthoc analysis : 사후검정 분석변수 (연령)

• Posthoc analysis method : 사후검정 분석방법 (Tukey’s HSD)

• Confidence level for posthoc analysis : 사후검정 신뢰수준 (0.95)

[Descriptive Statistics]

• 연령그룹 A의 유효개체수는 22개이며, 셀레늄 평균은 1448.3636, 표준편차는 629.126입니다. 

• 연령그룹 B의 유효개체수는 14개이며, 셀레늄 평균은 992.6429, 표준편차는 627.263입니다.

• 연령그룹 C의 유효개체수는 29개이며, 셀레늄 평균은 873.8276, 표준편차는 304.7435입니다.

• 연령그룹 D의 유효개체수는 48개이며, 셀레늄 평균은 851.7292, 표준편차는 385.9067입니다.

• 예제 – 결과창

7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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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ro-Wilk test]

•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입니다. 

• p=0.0002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종속변수가 정규성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Univariate QQ plot]

• 종속변수의 양 끝 점이 직선에서 떨어져 있어 정규성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Levene’s Test for Homogeneity of Variance between Groups]

• 집단별 분산이 동일한지 검정한 결과, p=0.0068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예제 – 결과창

8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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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ANOVA)]

[Model Fitness Measurements]

•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출력됩니다. 동일 데이터에 대해 여러 개의 모형에서 적합도 지표

가 산출된 경우 비교 가능하지만, 현재 모형은 하나 뿐이므로 해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ANOVA Table]

• 최종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줍니다. 

•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본 결과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Welch’s ANOVA]

•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로버스트한 Welch’s ANOVA 결과를 확인합니다. 

• p=0.0023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최종모형이 셀레늄의 농도를 설명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판단합니다. 

• 예제 – 결과창

9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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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hoc Analysis]

• 연령그룹에 대해 쌍별 비교분석하는 사후분석 결과가 출력됩니다. 

• Tukey’s HSD 방법을 적용한 결과, A-B, A-C, A-D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Grouping]

• 사후분석 결과, A / B,C,D로 그룹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10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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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Plot]

• 연령 그룹에 따른 셀레늄 농도에 대한 박스그림이 출력됩니다. A그룹의 셀레늄 농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11k-독립표본 F검정 (일변량 분산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