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표분석

분할표 분석은 두 개 범주형 변수에 대한 독립성, 연관성 및 일치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통계분석 모듈입

니다. 독립성 검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 검정, 가능도비 검정, 명목형*순서형 독립성 검정,

순서형*순서형 독립성 검정 및 Wilcoxon-Mann-Whitney 검정을 수행할 수 있고, 연관성 분석에서는 두

범주형 변수간의 연관성을 종속 변수의 유형에 따라 측정합니다. 두 개의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분할계

수, 파이, Cramer의 V, 람다 및 불확실성 계수, Pearson의 상관계수, Spearman의 상관계수, 감마,

Somer의 D, Kendall의 타우-b 및 Kendall의 타우-c를 선택적으로 계산하며, Cochran-Mantel-

Haenszel 검정을 통해 제어변수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치성 검정(test of consistency)으로

Kappa, McNemar's test가 지원됩니다.

메뉴호출하기

• Rex > 범주형자료분석 > 분할표분석

1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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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설정탭

2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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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메뉴 요소 설명

① 입력 데이터 형식

데이터와 요약 데이터 2가지 중 1개를 선택합니다. 

• 데이터 :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선

택합니다. 

• 2x2 빈도표 : 2x2 빈도표 형태의 요약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② 종속변수

[입력 데이터 형식]에서 [데이터]가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분할표 분

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를 전체변수로부터 선택합니다. 명목형 또는 순서형

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2개의 질적 변수가 선택되어야 합

니다. 

• 명목형 변수 : 명목형 변수를 지정합니다. 숫자형으로 입력되어 있더라

도, 문자로 인식되어 분석에 사용됩니다. 

• 순서형 변수 : 순서형 변수를 지정합니다. 순서형 변수의 범주의 순서는

[분석옵션] 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어변수

종속변수로 지정된 변수들의 분할표를 분석할 때,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여, 이 변수의 효과를 보정하고 싶은 경우, 제어변수

로 지정합니다. 1개의 질적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빈도변수

원데이터가 아닌, 빈도표 형태의 데이터 중 2x2 빈도표 형태가 아닌 경우, 

개별 범주의 조합에 대한 빈도값이 정리된 변수를 빈도변수로 지정합니다. 

양의 정수로 입력된 1개의 양적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빈도표

[입력 데이터 형식]에서 [2x2 빈도표]가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가 직접 2x2 빈도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범주별 빈도를 입력하면, 

회색 칸에 빈도 합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양의 정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 x, y : 해당 칸을 선택하여 원하는 변수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yes, no : 해당 칸을 선택하여 원하는 범주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콤보박스 : [명목형], [순서형] 중 원하는 변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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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옵션탭

3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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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순서형변수 점수검정

[변수설정] 탭에서 [순서형 변수]에 1개 이상의 변수가 지정된 경우 순

차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숫자형 변수의 경우, 해당 점수를 그대로 이용

하고, 문자형 변수의 경우 순서대로 점수가 자동 지정됩니다. 해당 범주

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준] 콤보박스에 나열된 범주 중 원

하는 범주를 선택한 상태에서, [점수] 칸에 원하는 점수를 입력한 뒤 [>]

를 클릭하면, 우측의 [적용목록]에 해당 범주와 점수가 조합된 수식이 입

력됩니다. 입력된 조합 중 일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선

택한 뒤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검정방법 > 독립성 검정

입력된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분석이 수행됩니다. 

• Chi-squared test

• Likelihood ratio test (G-test)

• Fisher’s exact test

• 명목형*순서형 독립성 검정

• 순서형*순서형 독립성 검정

• Wilcoxon-Mann-Whitney 검정

③ 검정방법 > 일치성 검정

다음의 분석이 수행됩니다. 

• Kappa

• McNemar’s test

④ 검정방법 > 일치성 검
정 > 0 채우기 (데이터 핸들
링 필요)

[일치성검정]이 선택될 경우 [0 채우기(데이터핸들링 필요)]가 활성화됩

니다. 영(zero) 셀이 존재하여 빈도표가 정방행렬이 되지 않는 경우, 해

당 옵션을 체크하면 0이 자동으로 채운 정방행렬을 생성한 뒤, 일치성

검정을 수행합니다. 

⑤ 검정방법 > Cochran –
Mantel – Haenszel 검정

[변수설정] 탭에서 [제어변수]가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Cochran-

Mantel-Haenszel 검정에서는 제어변수의 각 수준을 독립된 모집단으

로 간주하여 종속변수의 분포가 모든 모집단에서 동일한지를 검정합니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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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옵션탭

4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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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⑥ 검정방법 > 연관성 측도

입력된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통계량이 계산됩니다. 

• 명목형 변수가 2개 입력된 경우 : Contingency coefficient, Phi-

coefficient, Cramer’s V, Lambda, Uncertainty coefficient

• 순서형 변수가 2개 입력된 경우 : Contingency coefficient, Phi-

coefficient, Cramer’s V, Lambda, Uncertainty coefficient, 

Pearson’s correlation, Spearman’s correlation, Gamma, 

Somer’s D, Kendall’s tau-b, Kendall’s tau-c

• 명목형 변수 1개, 순서형 변수 1개가 입력된 경우 : Contingency

coefficient, Phi-coefficient, Cramer’s V, Lambda, 

Uncertainty coefficient,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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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옵션탭

5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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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분할표 > 빈도

빈도표에 출력할 빈도와 관련된 통계량으로 다음 2가지 옵션 중 원하

는 통계량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측빈도 : 데이터의 빈도를 출력합니다. 

• 기대빈도 : 변수 간 주변확률의 곱으로 계산되는 기대빈도를 출력

합니다. 

② 분할표 > 백분율

빈도표에 출력할 백분율과 관련된 통계량으로 다음 3가지 옵션 중 원

하는 통계량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 백분율 : 행 변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백분율을 출력합니다. 

• 열 백분율 : 열 변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백분율을 출력합니다. 

• 총계 백분율 : 전체 총합을 기준으로 각 셀의 백분율을 출력합니다. 

③ 분할표 > 잔차

빈도표에 출력할 잔차와 관련된 통계량으로 다음 3가지 옵션 중 원하

는 통계량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잔차 :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를 출력합니다. 

• 표준화 잔차 : 표준화 잔차를 출력합니다. 

• 수정된 표준화잔차 : 수정된 표준화 잔차를 출력합니다. 

④ 분할표 > 조건부분할표
[변수설정] 탭에서 [제어변수]가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제어변수

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인 분할표가 출력됩니다. 

⑤ 그래프 > 막대그래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막대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빈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⑥ 그래프 > 풍선그래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풍선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상대빈

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⑦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
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모자이크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상

대빈도를 확인할 때 유용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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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력옵션] > [분할표] > [빈도] > [관측빈도] 체크

2. [출력옵션] > [분할표] > [백분율] > [행 백분율] 체크

3. [출력옵션] > [그래프] > [막대그래프] 체크

4. [출력옵션] > [그래프] > [풍선그래프] 체크

5. [출력옵션] >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프] 체크

6. [확인]

• 예제

1. [변수설정] > [입력 데이터 형식] > [데이터] 선택

2. [변수설정] > [종속변수] > [명목형변수] > ‘치료방법‘, ‘재발유무‘ 지정

3. [변수설정] > [빈도변수] > ‘빈도수‘ 지정

4. [분석옵션] > [검정방법] > [독립성검정] 체크

6분할표분석

4가지 치료방법을 적용한 뒤 암의 재발유무를 보여준다. 치료방법과 암의 재발 유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

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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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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측퍼센트

(%.miss)가 출력됩니다. 

[Analysis Description] 

• Nominal dependent variable(levels) : [변수설정] > [명목형변수] 지정 변수 (치료방법, 재발유무)

• Frequency variable : [변수설정] > [빈도변수] 지정 변수 (빈도수)

[Contingency Table]

• 치료방법과 재발유무의 빈도표입니다. 

• 치료방법(1)의 경우 재발하는 경우는 294명 (24.20%), 치료방법(2)의 경우 재발이 98명 (3.31%), 

치료방법(3)의 경우 재발이 50명 (1.61%), 치료방법(4)의 경우 203명(7.11%)입니다. 

• 예제 – 결과창

7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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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Plot]

• [출력옵션] > [그래프] > [막대그래프] 체크 시 출력됩니다. 치료방법 별 재발유무의 빈도가 막대형

으로 출력됩니다. 

[Mosaic Plot]

• [출력옵션] >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프] 체크 시 출력됩니다. 치료방법 별 재발유무의 백분율이 모

자이크 형태로 출력됩니다. 

[Balloon Plot]

• [출력옵션] > [그래프] > [풍선그래프] 체크 시 출력됩니다. 빈도(Frequency)와 분율(Proportion)

으로 나누어 출력됩니다. 

• 예제 – 결과창

8분할표분석



http://rexsoft.org

[Pearson’s Chi-square Test] 

• 카이제곱검정결과가 연속성 수정하지 않은 경우와 연속성 수정한 경우로 나뉘어 출력됩니다.

• p<0.0001로 치료방법별로 재발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ikelihood Ratio Test (G-test) of Independence]

• 명목형 변수의 독립성 검정에 이용되는 G-test 결과가 출력됩니다. 

• p<0.0001로 치료방법별로 재발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Fisher’s Exact Test]

• 분할표에서 기대빈도 5 미만의 셀이 20% 이상인 경우 계산됩니다. 치료방법과 재발유무에 대한 분

할표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출력되지 않습니다. 

[Odds Ratio and Relative Risks]

• 치료방법 (4)를 기저범주로 했을 때, 재발에 대한 오즈비(OR)과 그의 95% 신뢰구간, 재발에 대한 위

험비(RR)과 그의 95% 신뢰구간이 출력됩니다. 

• 치료방법(4) 대비 (1)에 대한 재발의 오즈비는 4.1703배 (95% 신뢰구간: 3.4351, 5.0628)입니다. 

• 치료방법(4) 대비 (2)에 대한 재발의 오즈비는 0.3495배 (95% 신뢰구간: 0.3495, 0.5726)입니다. 

• 치료방법 (4) 대비 (3)에 대한 재발의 오즈비는 0.1558배 (95% 신뢰구간: 0.1558, 0.2918)입니다. 

• 치료방법 (4) 대비 (1)의 재발에 대한 위험비는 3.4032배 (95% 신뢰구간: 2.8833, 4.0168)입니다. 

• 치료방법 (4) 대비 치료방법 (1)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위험비는 0.4656배 (95% 신뢰구간: 

0.3679, 0.5893)입니다. 

• 다른 RR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9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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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설정] > [입력 데이터 형식] > [2x2 빈도표] 선택

2. [변수설정] > [빈도표] > 2x2 빈도표 입력

3. [분석옵션] > [검정방법] > [독립성 검정] 체크

4. [출력옵션] > [분할표] > [빈도] > [관측빈도] 체크

5. [출력옵션] > [분할표] > [백분율] > [행 백분율] 체크

6. [출력옵션] >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프] 체크

7. [확인]

• 예제

10분할표분석

편두통 약을 복용한 환자(표본 1), 위약을 복용한 환자(표본 2)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 1이 표본 2에 비

하여 약의 효과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지 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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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ucture]

• 요약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구조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Variab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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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miss)가 출력됩니다. 

[Analysis Description] 

• Nominal dependent variable(levels) : [변수설정] > [명목형변수] 지정 변수 (약, 약효과)

[Contingency Table]

• 약(편두통약, 위약)과 약효과의 빈도표입니다. 

• 편두통약의 경우 약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5명 (41.67%), 위약의 경우 약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6명 (66.67%)입니다. 

[Mosaic Plot]

• [출력옵션] >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프] 체크 시 출력됩니다. 약종류별 약효과의 백분율이 모자

이크 형태로 출력됩니다. 

• 예제 – 결과창

11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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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s Chi-square Test] 

• 카이제곱검정결과가 연속성 수정하지 않은 경우와 연속성 수정한 경우로 나뉘어 출력됩니다.

• 전체 관측빈도가 적기 때문에 연속성 수정한 경우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p=0.4879로 약종류에 따른

약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Warning message : 카이제곱검정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sher’s exact test 결과

로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Likelihood Ratio Test (G-test) of Independence]

• 명목형 변수의 독립성 검정에 이용되는 G-test 결과가 출력됩니다. 

• p=0.2699로 약종류에 따른 약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Fisher’s Exact Test]

• 분할표에서 기대빈도 5 미만의 셀이 20% 이상인 경우 계산됩니다. 

• 양측검정 기준 p=0.387로 약종류에 따른 약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Odds Ratio and Relative Risks]

• 위약(기저범주) 대비 약효과에 대한 오즈비(OR), 위험비(RR)와 그의 95% 신뢰구간이 출력됩니다. 

• 위약 대비 편두통약에 대한 약효과의 오즈비는 0.3571배 (95% 신뢰구간: 0.0591, 2.1593)입니다. 

• 위약 대비 편두통약의 약효과에 대한 위험비는 0.6250배 (95% 신뢰구간: 0.2771, 1.4097)입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12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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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옵션] > [검정방법] > [Cochran-Mantel-Haenszel 검정] 체크

2. [출력옵션] > [분할표] > [빈도] > [관측빈도] 체크

3. [출력옵션] > [분할표] > [백분율] > [행 백분율] 체크

4. [출력옵션] > [분할표] > [조건부분할표 (제어변수의 수준에 따라)] 체크

5. [확인] 

• 예제

1. [변수설정] >  [입력 데이터 형식] > [데이터] 선택

2. [변수설정] > [종속변수] > ‘위험요인‘, ‘OCAD’ 지정

3. [변수설정] > [제어변수] > ‘연령기준‘ 지정

4. [변수설정] > [빈도변수] > ‘빈도수‘ 지정

13분할표분석

폐쇄적 관상동맥질환(OCAD), 고혈압, 연령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령기준을 보정한 상태에서 위

험요인 노출 여부와 OCAD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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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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minal dependent variable(levels) : [변수설정] > [명목형변수] 지정 변수 (위험요인, OCAD)

• Group variable : [변수설정] > [제어변수] 지정 변수 (연령기준)

• Frequency variable : [변수설정] > [빈도변수] 지정 변수 (빈도수)

[Contingency Table]

• 위험요인과 OCAD의 빈도표입니다. 

• 위험요인 없는 경우 OCAD 케이스는 25명 (26.04%)이고, 위험요인 있는 경우 OCAD 케이스는 12

명 (26.09%)입니다. 

• 예제 – 결과창

14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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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 Table]

• 제어변수인 연령기준의 수준별 위험요인과 OCAD의 빈도표입니다. 

• 연령기준 55세 미만인 수준에서는, 위험요인 없는 경우 OCAD 케이스는 11명 (34.38%)이고, 위험

요인 있는 경우 OCAD 케이스는 6명 (27.27%)입니다. 

• 제어변수인 연령기준의 수준별 위험요인과 OCAD의 빈도표입니다. 

• 연령기준 55세 이상인 수준에서는, 위험요인 없는 경우 OCAD 케이스는 14명 (21.88%)이고, 위험

요인 있는 경우 OCAD 케이스는 6명 (25.00%)입니다. 

• 예제 – 결과창

15분할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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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Mantel-Haenszel Test]

• p=0.8762로 연령기준을 보정한 상태에서 위험요인과 OCAD 사이에는 의미있는 연관이 없다고 판

단됩니다. 

[Breslow-Day Test]

• Cochran-Mantel-Haenszel Test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경우, 제어변수 수준별로 위험요인과

OCAD 사이의 연관성 정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정입니다. 현재는

Cochran-Mantel-Haenszel Test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습니

다. 

[Mantel-Haenszel Common OR Estimate]

• Breslow-Day Test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제어변수 수준별로 위험요인과 OCAD 간

의 연관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때 common OR과 그의 95% 신뢰구간을 제

시합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16분할표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