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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대학원
강선영
연구논문 및 자료해석에 있어서 통계분석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연구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Lee & Nelder가 제
안한 일반화 선형모형을 확장한 모형인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 은 고정효과와 랜덤효
과에서 다양한 분포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오늘날처럼 변수와 관측치의 양이 방대한 다량의 자료를 효과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의 사용이 요구되어진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런 통계 프로그램은 통계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기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선형 모형 기법인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HGLM)을 소개하고, 대다수의 학교와 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니탭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나아가 미니탭
통계 프로그램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여 :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미니탭, 통계 프로그램
학번 : 201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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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학문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통계분석기법의 정확성을 토대로 한 과학
연구방법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화선형모형 (GLM)은 연속형 반응변수에 대해서 보통의
회귀모형과 분산분석모형 뿐만 아니라 범주형 반응변수에 대한 모형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모형의 집합니다.
Lee & Nelder는 일반화 선형모형을 확장시킨 모델인 다단계 일반화 선형
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을 제안하였다. 이
는 기존의 일반화 선형모형이 변량효과에 가졌던 제약을 탈피해 다양한
분포를 변량효과에 가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통계 프로그램의 중요성
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변수와 관측치의 수가 방대해 지고 있는 오늘
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통계 프로그램의 효율
적 사용은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 선형모형을 확장시킨 HGLM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미니탭을 이용한 통계분석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겠다.
오늘날 보급되어 있는 여러 통계 프로그램 중 대다수의 대학과 일반 기
업에 널리 보급되어 되어있는 미니탭 통계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통계량 산출부터 시작하
여 HGLM의 확장 전 모델인 GLM의 분석방법에 대해 명령을 내리는 방
법과 산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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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HGLMs) 은 Lee & Nelder (1996, 2001) 에 의
해 제안된 것으로 다단계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이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다양한 분포
의 자료에 대한 모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화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s), 고정효과와 랜덤효과를 가지는 선형 혼합 모형 (Mixed
Linear Models), 그리고 구조화된 산포모형을 확장한 모형으로서 랜덤효
과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포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일반적인 GLM모형
을 임의의 분포에 대하여 확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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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HGLMs) 의 형태
반응변수       … ,  와 관측되지 않은 랜덤성분      … ,
  에 대한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ⅰ) 랜덤효과 u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 y가 GLM(Generalized Linear
Model) 의 지수족 (Exponential Family) 의 분포를 따르고 다음을 만족한다.
      
         

이 때 loglihood의 kernel은 다음과 같다.
{

}

      

단, 여기서       는 정준모수 (canonical parameter) 이다. 선형 예측 함
수 (Linear Predictor)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단,      는 u의 단조함수로 랜덤효과 (random effect) 이고,  는 고정
효과(fixed effect) 이다.
(ⅱ) 랜덤효과  는 산포모수  를 갖는 GLM형태의 켤레분포 (conjugate
distribution)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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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반응변수    분포에 대한 GLM 지수족과 랜덤효과
(random effect)  에 대한 켤레분포에 관한 표를 첨부한다.
table 2.1 GLM families for the response    and conjugates of GLM
families for the random effects  .
   distribution
  
  
  
Normal
1

  
Poisson

log 
exp 
binomial
      log {      } log{   exp  }
gamma
-  
-log {- }

 distribution

   

Normal

1

gamma
beta
inverse-gamma


    


   

 











  
0

exp  
1
log 

log {      } log{  exp   } 1/2     
-log{-  }
1      
-  


2.2 H-likelihood (다단계 우도함수)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에 대한 우도함수에 대해 반응변수  와 랜덤효과 
의 결합분포 (joint density) 의 우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는 GLMs의 지수족 분포에 대한 밀도함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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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수  에 대한 랜덤효과  의 밀도함수이다.
Lee & Nelder 는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h-로
그우도함수 (h-logligood) 가 제안되었다.
 ≡ log          log    

단, 여기서   는 산포모수이고, normal mixed linear model  는  의
canonical scale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log      는   에 대한 로그우
도함수이고, log    는  의 로그우도함수이다.
 



HGLMs의 유용한 예시는 아래에 보여지기로 한다.
Table 2.2 Examples of HGLMs
  dist.

   *

 dist.

  

Normal

id

Normal

id

Binomial

logit

Beta

logit

Binomial
Binomial
Gamma

logit
comp
recip

Normal
Gamma
Inverse-gamma

id
log
recip

Gamma

log

Inverse-gamma

recip

Gamma
Poisson
Poisson

log
log
log

Gamma
Normal
Gamma

log
id
log

Model
Conjugate HGLM
Linear mixed model
Conjugate HGLM
beta-binomial model
Binomial GLMM
HGLM
Conjugate HLM
Conjugate HLM with
non-canonical link
HGLM
Poisson GLMM**
Conjugate HGLM

* id= identity , recip= reciprocal, comp= complementary-log-log
** In GLMMs, w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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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의 적합
랜덤효과  가    에 대한 GLM 분포의 conjugate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ee & Nelder (2001) 는 conjugate model에 대한 h의 log   
의 kernel이 다음과 같이 GLM 형태를 갖는 kernel과 유사해진다고 하였다.




{



}

              

이는 랜덤효과  의 분포를 선택하는 것이 GLM 모형을 선택하는 것과 유
사하다는 것을 뜻한다. 단, 위의 식에서  은 각 켤레분포 (conjugate
distribution) 에 대한 알려진 상수로서 quasi-data로 다루어진다. 또한
       는 quasi-fixed parameters 로서 아래의 함수관계를 만족한다.


       ′       
             ″    

다단계 우도함수 (h-likelihood) 의 사용과 함께 랜덤효과 모형은 반응변수
    에 대한 확대된 일반화 선형모형 (Augumented GLM) 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

,  



  

        

이고, 확장된 선형예측함수 (Augumented linear predicto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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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단, 여기서           ;        ,       는 고
정된 미지의 고정효과인 quasi-parameters 이다. 이 때 확장된 모형 행렬
(Augmented model matrix) 는 다음과 같다.










 


 
 

conjugate HGLMs를 위해        를 갖는다.
     가 주어졌을 때,       는 반복가중최소제곱법(Iterative
Weighted Least Squares, IWLS)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단,  =      이고,     이다. 여기서       
이고,       ,      이다.
수정된 종속변수 (adjusted dependent variables)       은 다음
과 같이 정의 된다.


























, for the data 
      , for the augmented data 

                  
        











이 때 반복가중행렬 (iterative weight matrix)
성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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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data 
, for the augmented data 

            








의

2.4 Deviances in HGLMs
Lee & Nelder (1996) 은 3가지 deviances를 제안했다.
랜덤효과(random effect) 를 검정할 때에는 -2h를 쓰는 것을 제안했으며, 고
정효과 (fixed effect)를 검정할 때에는 -2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
고 dispersion parameters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2log       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단, 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     를 각각 과 log      
의 근사값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








2.5 이중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Double HGLMs)
Lee & Nelder (2004)는 다단계 일반화 모형을 다음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이중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Double HGLMs)로 확장시켰다.
(ⅰ) 랜덤효과 (   )가 주어졌을 때 , 반응변수  는 다음을 만족한다.
        
            

단,  는 dispersion parameter이고 V()는 variance fun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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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랜덤효과  가 주어졌을 때 에 대한 선형예측함수 (linear predictor)는
다음과 같은 HGLM형태를 지닌다.
          

단,    는 연결함수 (link function) 이고, X와 Z는 모델행렬이다.      
이고 여기서   은 단조함수이다. 랜덤효과  에 대한 dispersion parameter
 의 HGLM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연결함수 이고,  은 모델행렬이다.  은 고정효과이다.






(ⅲ) 랜덤효과 가 주어졌을 때, 선형예측함수  에 대한 HGLM 형태는 다
음과 같다.
          

는 연결함수,    는 모델행렬,      이다. 단,   는 단조함수이
고,  는 랜덤효과이고,  는 고정효과이다.
랜덤효과 에 대한 dispersion parameter  의 HGLM 형태는 다음과 같다.






        

  

는 연결함수,  는 모델행렬,  는 고정효과 이다.




Lee & Nelder는 이중 다단계 일반화 모형(DHGLMs)의 우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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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log     

,     ,      는 각각   와  ,  가 주어졌을 때  의 조
건부 밀도 함수 (conditional densty functions)이다.
위 정의된  를 적분하여서 한계우도함수  를 구할 수 있지만, HGLM에서
와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는데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여
Lee & Nelder는 HGLM에서와 같이   ,   를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와 관련된 모든 추정도표가 아래 표로 정리되어 있다.
Table 2.3 Estimation scheme in DHGLMs
Criterion

Arguments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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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ed
None

     

Approximation

   
      

제3장
Minitab을 활용한 분석방법
미니탭은 1972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에서 개발된 통계 프로그램으
로, 공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품질 관리분야 등 자료분석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선 미니탭을 이용한 기초통계량
계산과 범주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HGLM의 확장 전 모형인 GLM을 미니탭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래는 미니탭의 기능을 간략히 나타낸 표이다
Table 3.1 미니탭의 기능1)
기

능

기초통계
그래프분석
다변량분석
신뢰도 및 생존분석
시계열분석
실험계획법

품질도구

내 용
통계량 구하기, 검·추정, 상관분석,
공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등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산점도,
상자그림 등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
분포분석, 생존 데이터의 회귀분석,
수익분석 등
추세분석, ARIMA 등
분산분석, 회귀분석, 요인실험,
혼합물실험, 반응표면, 다구찌법 등
공정능력분석, 각종 관리도,
특성요인도, Gage R&R, 정규검정,
검출력과 샘플크기 등

1) MINITAB 실무 완성 , 이레테크 미니탭 사업부, 새한미디어주식회사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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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니탭을 이용한 기초통계량 산출
미니탭의 활용을 위해 보여지는 예시들은 Horseshoe Crab data2)를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이다.
우선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도록 한다. 변수가 문자변수인 경우
에는 Cn-T와 같은 표식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한다. 여기선 모두
숫자변수인 관계로 이와 같은 표시가 생기지 않았다. Horseshoe Crab
data를 워크시트에 입력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워크시트 입력 결과

2) An Introduction to Categorical Analysis by Alan Agresti, Chapter 4 - Generalized Linea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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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량을 산출 하도록 한다.
기초 통계량의 산출을 위해서는 메뉴→통계 분석→기초 통계→기술통계량
표시 의 순서로 메뉴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2 기술통계량 메뉴

‘기준 변수(옵션)’가 없다면 각 열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산출되고, ‘기준
변수(옵션)’가 있다면 기준 변수의 각 수준의 기초통계량이 산출되게 된
다. 이 때 산출가능한 통계량명은 다음 장의 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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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기초 통계량명
통계량명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 편차
분산
변동 계수
제 1 사분위수
중위수
제 3 사분위수
누적백분율

통계량명
사분위간 범위
최빈값
절사 평균
합
최소값
최대값
범위
제곱합

통계량명
왜도
첨도
MSSD
비결측값 개수
결측값 개수
관측치 개수
누적개수
백분율

변수에는 weight를 기준변수에는 color를 삽입하고, 통계량은 평균, 평균
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
초통계량을 산출하면 다음 그림3.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3 기초통계량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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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니탭을 이용한 회귀분석
자료는 위 3.1에서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미니탭에서는 크
게 Least-Squares와 Logistic Regression을 지원한다. Least-Squares는
계량치 데이터에 Logistic Regression는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사
용한다. 미니탭에서 지원하는 회귀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3)
Table 3.3 미니탭에서 지원하는 회귀분석
구

Least
Squares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분

Resression

회귀분석

Stepwise

단계별
회귀

Best
Subsets
Fitted Line
Plot
Residual
Plots
Binary
Logistic
Regression

최적의
회귀모형
회귀식
plot
잔차 plot

내 용
단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의 통계치들이 저장되며,
잔차진단을 수행하고, 점추정과
예측치, 신뢰구간을 생성한다. 또한
lack-of fit 테스트도 수행한다.
유용한 설명변수들의 조합을 찾기
위해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시
빼고 더하기를 수행한다. 이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standard
stepwise regression (adds and
remones variables), forward
selection (adds variables),
backward elimination (removes
variables) 등이 그것이다.
maximum   criterion을 사용해
최적의 회귀식 조합을 찾는다.
선형과 2,3차 다항식의 그림과 함께
회귀분석을 한다.
잔차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출력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3) 3) MINITAB 실무 완성 , 이레테크 미니탭 사업부, 새한미디어주식회사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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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l
Logistic
Regression
Nominal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분석

척도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명목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단순 회귀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메뉴→통계 분석→회귀 분석→회귀 분석
의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4 회귀분석 메뉴
‘반응’에는 반응변수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프에는 사용할 잔차를 ‘일반 잔
차, 표준화 잔차, 외적 스튜던트화 잔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으
며 잔차그림은 개별그림에 ‘잔차 히스토그램, 잔차 정규 확률도, 잔다 대
적합지, 잔차 대 순서’가 있다.
또한, 옵션 란을 통해 변수에 가중치를 줄 수 있으며, 적합성 결여 검정과
분산 팽창 인수, Durbin-Watson 통계량, PRESS 및 예측 R-제곱 값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측변수의 값이나 열을 입력하여 회
귀식에 의한 반응변수의 값이 신뢰구간과 아울러 출력될 수 있도록 ‘새
관측치에 대한 예측 군간’ 이란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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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창을 누르게 되면 session 창에 출력되는 회귀분석의 결과들에 대해
서 어떠한 결과들을 출력시킬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
다.
앞 장에서 사용한 data를 사용하여 암 참게의 등딱지 너비를 예측변수로
무게를 반응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잔차 그래프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고, 결과 표시는 회귀 방정식, 계수
표, s, R-지곱 및 기본 분산 분석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5 회귀분석 결과
위 결과의 경우 F=630.09로 매우 크며 이에 대한 p-value 는 0.000으로
회귀직선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R-제곱(수정)은 78.5%로 전체 변동 중
회귀직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78.5%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회귀분석부터 중회귀까지 다양한 회귀 분석을
Least Square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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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니탭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장에선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
기로 한다. 데이터는 동일한 Horseshoe Crab data를 사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이항반응변수 Y와 양적 설명변수 X에 대해   
일 때의 “성공” 확률을   라고 할 때, 이 확률의 로짓 (logit)에 대한
모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선형식을 가정한다.
  
   
logit      log  
    

위의 모형은   가 S 모양으로  에 따른 증가 혹은 감소 형태를 보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다른 표현방법은 아래와 같다.
exp      
    
  exp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범주형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
한 변수 변환을 실시하도록 한다.
 






  
  

    

미니탭에서는 변수변환을 위해 각 열에 공식 할당을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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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satell의 변수 변환을 나타내는 그림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3.6 변수변환

마찬가지 방법으로 weight 변수도 변환을 해주도록 한다.
각 변환된 변수는 satell_1, weight_1로 변수명을 정하였다. 예측변수는 너
비 (width) , 종속변수는 부수체의 존재여부 (satell_1)로 정한 후, 보통의
최소제곱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한
다.
(ⅰ)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분석은 앞 장에서 미리 설명한 미니탭을 이용
한 회귀 분석의 활용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귀 분석 적합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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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회귀 분석 적합결과
적합 결과를 다시 식으로 쓴다면 아래와 같다.
           

단,  =width

(ⅱ)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2-수준 반응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통계분석→회귀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 메뉴를 이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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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로지스틱 회귀분석 메뉴

‘반응’ 에는 반응변수를 입력하고, 모형에는 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미니탭에서는 ‘로짓 , 노밋/프로빗 , 곰핏/보 로그-로
그 ’ 의 3가지 연결함수를 제공한다.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옵션 창을
이용하고, 옵션창에는 이 외에도 모든 구간에 대한 신뢰수준과 알고리즘
옵션과 같은 세부사항들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측이란 항목을 통해 새 예측 변수 값에 대한 사건 확률의
예측과 예측 결과 저장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건확률 관련 그림과 레버리지 (Hi)관련 그림이 필요한 경우는 그래프
항목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사건 확률 관련 그림에는 ‘델타
카이-제곱 대 확률, 델타 이탈도 대 확률, 델타 베타(표준화) 대 확률, 델
타 베타 대 확률’이 포함되어 있고, 레버리지 (Hi)관련 그림에는 ‘ 델타 카
이-제곱 대 레버리지, 델타 이탈도 대 레버리지, 델타 베타(표준화) 대 레
버리지, 델타 베타 대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념해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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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결함수를 로짓으로 선택하여 기본적인 이항 로지스틱 회
귀 분석을 돌려보도록 한다. 관련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산출되었다.

그림 3.9.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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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부수체의 예측확률은 아래 식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exp       

    
  exp         

이기 때문에 너비(width) 값이 커질수록 예측확률인  의
값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즈비 해석과 잔차 분석과 같은 기타 자료 해석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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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비교
보통의 최소제곱방법에 의한 적합결과는 너비(width)가 1cm 증가함에 따
라 부수체의 예측 확률이 0.092만큼 증가한다고 나온다. 이 모형은 해석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의 너비값 (width)에 대해 실현 가능한
예측값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양 끝 구간에서의 부적절한 예측값 제공 때
문에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로 하고, 상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
형은 범주형 자료인 이항자료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으로 보다 정확한 결
과값을 제공한다.

3.4 GLM과 관련된 미니탭의 보완점
미니탭의 메뉴 구성은 간편할 뿐 아니라 분류가 효과적으로 되어있어 다
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다루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GLM과 관련된 측면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외의 다른 여러 일반화 선
형모형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결함수를
옵션항에 추가하기 보다는 기본 모형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GLM모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는 사용이 간편하여 분석이 용이할 뿐 아니라 GLM의 발전 형태인
HGLM 분석도 가능한 보다 발전적 형태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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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search the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data. The scientific method of study is emphasize . So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is effective way to
analysis of various dat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proposed by Lee and
Nelder is a linear model method that greatly enriches the class of
models by using of various distributions for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Using the statistics computer program require for the effective
analysis of huge data. It can construct precise and prompt analysis of
data. So statistics computer program is widely used especially in many
field of study. Minitab is generally used in many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this thesis, I introduces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at first. And then I show the method of using Minitab.
Key words :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minitab, statistic
computer program, HGLM
Student Number : 2011-20237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