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선형분석

로그선형분석은 분할표의 셀 빈도를 범주형 변수들의 관계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변수들 사

이의 연관성(association)과 교호작용(interaction)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모듈입니다.

분할표 분석에서는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association)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범주가 중요

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로그선형분석에서는 셀의 기대 빈도의 로그값이 설명변

수의 선형함수(linear function)로 표현되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본 모듈에서

는 사용자가 세운 선형모형(linear model)에 대한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 설명

변수에 대한 모수 추정 및 가설 검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메뉴호출하기

• Rex > 범주형자료분석 > 로그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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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설정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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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질적변수

설명변수에 포함된 질적변수를 지정해줍니다. 지정된 변수는 문자로 인식

되어 분석에 사용됩니다. 엑셀 시트 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준이 기저

범주(reference)로 인식됩니다. 

② 주효과
[질적변수]에서 지정된 변수를 1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주효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들이 최종모형에 각각 주효과로 포함됩니다. 

③ 교호작용
[질적변수]에서 지정된 변수를 2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교호작용]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들의 교호작용이 최종모형에 포함됩니다. 

④ 최종모형

주효과 또는 교호작용으로 정의된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간주되어 모형에

포함됩니다. 포함된 주효과 또는 교호작용 중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한 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모형에서 제외됩

니다. 

⑤ 빈도변수

개별 범주의 조합에 대한 빈도값이 정리된 변수가 있는 경우 빈도변수로 지

정합니다. 양의 정수로 입력된 1개의 양적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도

변수가 선택되지 않더라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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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옵션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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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출력 > 모수 (회귀계수) 

• 신뢰구간 : 회귀계수 추정값의 신뢰구간을 출력합니다. 

• 신뢰수준 : [신뢰구간] 옵션이 선택되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신뢰

수준은 0과 1 사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뢰수준의

Default는 0.95입니다. 

• 지수 모수 추정값 : 회귀계수의 지수변환값을 출력합니다. 연결함

수로 logit을 선택한 경우, 지수 모수 추정값은 오즈비(Odds 

ratio)에 해당합니다. 

② 출력 > 분산분석표

모형식에 대한 분산분석표(ANOVA table)이 출력됩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제곱합 계산 방식으로 다음의 3가지 옵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ype I : 설명변수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면서 제곱합의 증

가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Type II (Default) : 전체 회귀모형에서 주효과를 하나씩 제거하

면서 제곱합의 감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종모형이 주효

과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 Type III : 전체 회귀모형에서 주효과와 교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효과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제곱합의 감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

다. 최종모형에 교호작용도 포함된 경우 적합합니다. 

③ 그래프 > 막대그래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막대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빈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④ 그래프 > 풍선그래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풍선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상대빈

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⑤ 그래프 > 모자이크그래프
두 종속변수에 대한 모자이크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변수의 수준별 상

대빈도를 확인할 때 유용

⑥ 출력 > 분할표
설명변수로 지정된 질적변수들의 분할표가 출력됩니다. 질적변수의

수가 3개 이하 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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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 [변수설정] > [질적변수] > ‘흡연‘, ‘음주‘ 지정 > [주효과] 클릭

2. [변수설정] > [최종모형] > ‘흡연‘, ‘음주’ 추가 확인

3. [변수설정] > [빈도변수] > ‘빈도수‘ 지정

4. [출력옵션] > [출력] > [모수(회귀계수)] > [지수모수추정값] 체크

5. [출력옵션] > [출력] > [분할표] 체크

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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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험(Yes=1, No=0)과 음주 경험(Yes=1, No=0)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한 데이터이다. 포화 로그선형모형과 독립성 로그선형모형 중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 해석 가능한

효과들을 해석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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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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 ~ 흡연 + 음주)

• Saturated model : 교호작용까지 포함된 경우 Saturated model로 판단됩니다. 

[Contingency Table]

• 흡연과 음주의 빈도표입니다. 

• 비흡연의 경우 음주하는 경우는 50명 중 14명이고, 흡연의 경우 음주하는 경우는 183명 중 131명

입니다. 

• 예제 – 결과창

5로그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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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Estimates]

• 표에 제시된 신뢰구간은 estimate 값에 대한 신뢰구간입니다. 오즈비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는 지수변환이 필요합니다. 

• 음주에 대한 흡연의 오즈비는 3.6600 (95% 신뢰구간: exp(0.9847)=2.6770, 

exp(1.6102)=5.0038)배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001). 

• 흡연에 대한 음주의 오즈비는 1.6477 (95% 신뢰구간: exp(0.2345)=1.2643, 

exp(0.7642)=2.1473)배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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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모형 내에서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흡연 변수의 경우 p=0.3566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음주 변수의 경우 p=0.6259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6로그선형분석



http://rexsoft.org

• 예제

1. [변수설정] > [질적변수] > ‘흡연‘, ‘음주‘ 지정 > [주효과] 클릭

2. [변수설정] > [질적변수] > ‘흡연‘, ‘음주‘ 지정 > [교호작용] 클릭

3. [변수설정] > [최종모형] > ‘흡연‘, ‘음주’, ‘흡연:음주‘ 추가 확인

4. [변수설정] > [빈도변수] > ‘빈도수‘ 지정

5. [출력옵션] > [출력] > [모수(회귀계수)] > [지수모수추정값] 체크

6. [출력옵션] > [출력] > [분할표] 체크

7. [확인]

7로그선형분석

흡연 경험(Yes=1, No=0)과 음주 경험(Yes=1, No=0)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한 데이터이다. 포화 로그선형모형과 독립성 로그선형모형 중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 해석 가능한

효과들을 해석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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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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 ~ 흡연 + 음주 + 흡연:음주)

• Saturated model : 교호작용까지 포함된 경우 Saturated model로 판단됩니다. 

[Contingency Table]

• 흡연과 음주의 빈도표입니다. 

• 비흡연의 경우 음주하는 경우는 50명 중 14명이고, 흡연의 경우 음주하는 경우는 183명 중 131명

입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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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Estimates]

• 표에 제시된 신뢰구간은 estimate 값에 대한 신뢰구간입니다. 오즈비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는 지수변환이 필요합니다. 

• 음주에 대한 흡연의 오즈비는 1.444 (95% 신뢰구간: exp(-0.0572)=0.9444, 

exp(0.7927)=2.2094)배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899). 

• 흡연에 대한 음주의 오즈비는 0.3889 (95% 신뢰구간: exp(-1.5618)=0.2098, exp(-

0.3271)=0.7210)배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027). 

• 교호작용의 경우 p<0.0001로 행효과인 흡연여부와 열효과인 음주여부 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교호작용만 해석이 가능하고

각각의 주효과를 해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흡연여부와 음주여부의 2X2 빈도표에 대한 오즈

비만 유의하며 이것은 exp(1.8684)=6.478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Model Fitness Measurements]

•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출력됩니다. 

• 교호작용이 없던 모형의 경우 Deviance 31.1836, AIC=59.6052, BIC=57.7641로 흡연과 음주의

교호작용이 추가된 모형이 그보다 Deviance, AIC, BIC가 모두 낮아져 데이터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

단됩니다. 

[ANOVA Table]

• 포화모형에서는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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