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가필요한이유는?
통계를활용한사례

자살태도와인식에관한보고서를중심으로…..





문항1. 자살은 불치병을 마감하기 위한
합당한 수단이다. 



자살에대한경험 여부(N=77)





이보고서를통해서 새롭게알게된
내용은무엇인가요?

의미있는 내용은무엇인가?

일반화할 수있나?

자살에대한 수용적태도는?

자살에대한 경험이있는 군과자살의 수용적태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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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경험자는자살에 대한태도가수용적이다.

자살에대한 수용적 태도가본인과가족의 자살경험과관련

이있다.

자살에대한 수용적태도가있는사람이 자살에대한예방적

인식이낮았다.

새롭게도출된결과



최근 1년이내에자살을시도한 사람이 1년이전에시도한사람이나전혀없는사람보다

자살에대한수용적태도가가장높았고이는유의하다. 
기술통계분석



최근 1년이내에 자살을생각한 사람이자살에 대한태도가수용적이다(P=.008).

One way anova 분석



평균비교



자살생각여부에상관없이
자살예방사업에서상담치료가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하고이는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카이제곱검정분석







자살시도경험자중에 최근에시도한사람이자살에대해수용

적이어서자살의고위험군이라고할수 있다.

최근자살을시도한경험자들은자살이유가 “ 자신이쓸모가

없어서”가주요한이유이다. 

최근자살경험자는상담치료에대한사업의중요도가가장 높

게(mean.4.45) 나타났으며이는 통계적으로유의함(p=.001).

새롭게도출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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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정의

모집단 : 관심대상이되는모든개체의집합

 표본(SAMPLE) : 실제조사되거나측정되는모집단의일부



연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특성









변수의 영향력에 따른 분류

• 독립변수 :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

• 종속변수 :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

• 예) 자살시도경험의 유무에 따라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
도가 다르다

독립변수 : 자살시도경험 유무

종속변수 : 자살 수용적 태도







측정척도의 종류는??

EQ ( )

경제수준 ( )

가족월수입(단위: 원)( )

뇌압( )

종교( )



측정척도의 종류는??

학점 ( )

선호도 ( )

온도 ( )

성격검사 ( )

몸무게 ( )



변수의 특성이 왜 중요

예시 목적

변수척도

통계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 조사대상자 100명의 연령대, 성별의
분포는 어떠한가?
* 지식도 문항별 정답률은?

자료의 요약(%) 명목, 서열 빈도분석

* 고혈압환자의 평균 이환기간은 몇
년인가?

자료의 요약(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등)
자료의 산포도 및 분포를 알
수 있음

등간, 비율 기술통계

* 고혈압치료여부별 고혈압관련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 성별에 따른 BMI수치에 차이가 있는
가?

독립적인 두 집단간의 평균
치 비교

2개 범주
의 명목, 
서열

등간, 비
율

Independe
nt t-test

* 교육 전후에 고혈압관련지식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비독립적인 두 집단(전-후)
평균치 비교

2개 범주
의 명목, 
서열

등간, 비
율

Paired 
t-test

* BMI군(정상/과체중/비만)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평균에 차이가 있
는가?
* 교육수준별 고혈압관련지식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세집단 이상간의 평균치 비
교

3개 범주
의 명목, 
서열

등간, 비
율

Anova



변수의 특성이 왜 중요

예시 목적 변수척도 통계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 BMI군(정상/과체중/비만)별 혈압수
준(정상/전기/고혈압)의 분포
* 혈압수준별(정상/전기/고혈압) 규
칙적 혈압측정률에 차이가 있는가?

변수와 변수간의 분포와 백분
율을 보고자 함
독립변수 내 각 범주별로 종
속변수에서의 분포 검정

명목, 서
열

명목, 서
열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

* BMI가 증가할수록 혈압도 증가하
는가?

연속형 자료 간의 상관성 평
가

등간, 비
율

등간, 비
율

Pearson 상관
분석

* 합병증갯수에 따라 건강실천수준
이 다른가?

서열척도 이상 자료 간의 상
관성 평가

서열,등
간,비율

서열,등
간,비율

Spearman 상
관분석

* 고혈압 지식수준에 고혈압 인지여
부, 연령, 성별, 연령대가 미치는 영향
력을 알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 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
나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함.

명목,서
열,등간,
비율

등간, 비
율

선형회귀분석

* 고혈압 발생에 흡연여부, 음주여부, 
BMI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 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
나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함

명목,서
열,등간,
비율

명목, 서
열

로지스틱회귀
분석



가설검정 단계

• 제1단계 : 귀무가설은 과 대립가설을 설정

• 제2단계 : 유의수준 결정 (보통 0.05, 0.01로 정함)

유의확률(p-value)은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기각판정이 잘못된 판정일 가능성이 5% 

미만일 확률을 의미함. 즉 이 표본의 통계치가 전체 모집

단의 특성을 잘 설명할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의미임. 



가설검정 단계
• 제3단계 : 검정 통계량(z, t, ｘ², F) 결정

• 제4단계 : 통계 한계치 결정

• 제5단계 : 표본 추출을 통해 귀무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

가설검정을 결정 : 유의확률(p=0.016)이 유의수준보다 적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 

표본 조사를 통해 조사한 신생아의 몸무게는 3150g이다. 

유의수준 0.05 로 결정함.

귀무가설 : 흡연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의 몸무게는 3300g 이다



모수적방법과 비모수적 방법

일반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n>30으로 충분히 크거나, n≥10이면서 정규성

검정에서 정규분포로 간주할 수 있는 연속형 자료의 경우 모수적 방법을 사용

할 있으며, 그 외에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함. 흔히 모수적 방법을 선호

하는 이유는 가정이 잘 충족되는 경우 모수적 방법이 비모수적 방법보다 검정

력이 다소 높고, 두 군 사이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의 정도를 함께 제

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정규분포

두 집단의 측정치가 정규분포를 띤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음.

실제로 통계학의 많은 모형들은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정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n〉30 인 경우 정규분포한다고 가정)



등분산 검정

ᆞ대부분의 통계프로그램에서는 독립표본 T검정 수행시에 등분산

검정을 위한 Levene’s test결과를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

ᆞp value가 0.05이상이면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등분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함.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

에서 자동으로 통계처리하므로 추가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통계분석의수행과정



1. 문제의 정의

연구주제 사업주제 보고서 내용

선행연구 사업효과



2. 자료수집
1) 표본추출

2) 설문지완성

3) 데이터코딩



1)표본추출과 표집분포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전수조사 (census)

: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모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sample survey)

: 모집단의 일부분, 즉 표본을 추출하여 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

예)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구주제 모집단 표본

당뇨병환자의 특성 별

자가관리능력의 차이

일개 시 3차 병원 치

료중인 당뇨병 환자

특정기간 동안 치료받은

당뇨병 환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60명

치매노인 환자의 가족의

수면문제 예측요인

서울시 치매센터의

치매노인 가족

노원구치매센터의 자조모임

에 참석하는 가족 중 연구참

여에 동의한 20명

대학생들의 피임에 관한

자기 효능감 차이

일개 시 4년제 대학생 충청대 간호학과와 비간호학

과 학생 중 연구참여에 동의

한 전공별 100명씩 200명



표본추출방법의 종류

 모집단의 형태, 모수의 특징, 추정값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함.

1) 단순확률추출(simple random sampling):

무작위로 표본을 뽑음(무작위추출) 즉 모집단이 N개에서 n개의 표본

추출한다고 가정할 때 n개의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똑같이 주어

추출 하는 방법

장점 : 단순함. 모든 원소들이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 동일

단점 : 모집단의 구성형태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아닐수도 있음

2)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모집단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뽑음. 즉 동일한 수만큼 구간화

하여 구간화된 집단 내에서 임의로 하나의 번호를 추출하여 그 번호

번째에 있는 원소를 추출



3) 집락추출(cluster sampling):
모집단을 집락(예: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집락을 표본으로 뽑음.
집단들 중 랜덤으로 집단을 선택하여 선택한 집단이 표본이 됨

4)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모집단을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일부를 표본으로 뽑음.
이 때 층별 기준은 연령, 교육, 성별, 지역 등이 될 수 있음.
예)전체 200개중 50개의 표본

위의 대표적인 방법들 이 외에 특수한 목적에 따른 여러 방법들이 있음.

표본추출방법의 종류

서울시내 식당의 분포

100평이상 10개

20~100평 미만 130개

20평 미만 70개

총 200개

층화 추출법에 의한 해결방안

100평이상 10개 10/200*50=2명

20~100평
미만

130개 130/200*50=32명

20평미만 70개 70/200*50=17



2) 설문지 선택

• 공인된측정도구를사용 : 정신보건센터의매뉴얼참조, 기존의논문참조

• 자신이선택한표본의특성을고려하여선택

• 일반적특성과척도의결정은연구자의의도를생각하여선정



질문지(설문지)법의종류

• 구성형태에따라구조형질문과비구조형질문이있다. 

-구조형질문 : 질문에대답을미리제시해서주고그중하나를선택하게하는방법

-비구조적질문 : 선택을제시하지않고응답자가자유로이자신의의견을쓰게하는것

• 질문내용의구성 : 30분이내, 50개정도, 흥미있고관심있는것부터질문.

• 설문지개발단계

설문지형식결정-수집될정보의유형결정-분류표작성및초안마련-질문의배열순서정하기

-서문준비-예비조사



질문지법이용시측정도구선택









입력지침서의 구성
• 조사 자료 입력 프로그램이나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형

태로 개발하게 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함

1)  조사표(제목) 구분 : 조사표의 종류를 표시. 설문지 상의 중분류.

일반적인 사항, 건강면접 설문, 보건의식행태, 의료 이용, 

임상 검사 등 항목 명시

2)  변수 이름(변수 명) : 분석이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정하는 것이 좋음. 

변수 명이 조사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문문항수가

많은 경우 동일한 변수 명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조사표의

순서대로 알파벳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임. 

만약 조사 내용을 담아서 변수명을 정한다면 반드시 동일변수 명이

없는지 확인 함.



입력의 고려사항

• 설문 내용을 명확히 한다.

• 설문내용에 맞는 명확한 입력 지침서를 작성하여 지침으로 삼는다.

• 변수명은 가능한 짧고 이해하기 쉽게

•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칸을 가지도록(하나의 칸에 두 개 변수입력 하지 말아야)  

( X )                              ( O )

• 데이터 목록의 첫 행은 변수명을 입력

• 같은 필드의 자료는 데이터 형식이 같아야 ( X )                          ( O )

• 변수명은 중복되지 않아야

• 빈행이나 빈열이 없어야



변수이름에 대한 규칙

• 변수이름은 문자로 시작, 마침표로 끝내지 말아야 함, 이름의 끝에
는 _(UNDERSCORE)를 사용하지 말 것

• 이름의 길이는 8자 넘지 말 것(한글 한 글자는 2자리 취급)

• 공백과 특수문자(!, ?, *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명령어 DO, IF, AND, OR 등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각 변수의 이름은 중복되지 않고 유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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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값과 변수값의의미 비고

성별 1=남, 2=여 무응답=9

연령 설문조사값그대로기록 무응답=99

결혼 1=미혼,2=기혼,3=이혼,4=사별,5=별거 무응답=9

주거형태 1=자가,2=전세,3=월세,4=기타 무응답=9

학력 1=무학, 2=초등학교,3=중학교.4=고등
학교,5=대학교(전문대학),6=대학원이
상

무응답=9

종교 1=기독교,2=불교,3=천주교,4=종교없
음,5=기타

무응답=9

자살수용적태도1 1=전혀그렇지않다. 2=그렇지않은편
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5=매
우그렇다

무응답=9

자살수용적태도2… 1=전혀그렇지않다.2=그렇지않다.3=보
통이다.4=그런편이다.5=매우그렇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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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값과 변수값의의미 비고

자살예방캠페인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자살예방교육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자살예방상담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자살유가족관리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자살전문인력양성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자살수단통제사업 1=전혀중요하지않다. 2=중요하지않은편이
다,3=보통이다,4=중요한편이다,5=매우중요
하다.

무응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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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값과 변수값의의미 비고

외로워서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경제적상황때문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대인관계문제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학교성적때문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신체적장애때문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쓸모없는사람이라는생각 1=선택, 0=선택안함 무응답=9



실제로 직접 입력지침서를 작성해 봅니다.
- 엑셀을이용하여, 아래의 양식에맞춰서예제를 작성해봅시다.  



실제로 직접 입력지침서를 작성해 봅니다.
- 엑셀을이용하여, 아래의 양식에맞춰서예제를 작성해봅시다.  





변수값 지정하기



변수값 지정하기





3. 자료정리
1. DATA CLEANSING

2. 변수계산

3. 변환

4. 케이스선택



DATA CLEANSING



DATA CLEANSING



DATA CLEANSING





변수계산: 
요인별
점수합, 
평균값



변수보기 데이터보기

변환 클릭

변수계산

새로운 변수

이름생성



변수평균은
mean으로



변수변환:
역코딩, 
변수묶기

변환-다른변수로코딩-

새로운값으로코딩



이런역문항을
코딩시사용함



자살시도경험(1.

2.3)의변수를
자살시도경험
유(2), 무(1)의
변수로다시
묶는경우





케이스선택:

일정한조건의
변수만보고
싶은경우
예) 남성만, 

여성만, 10대만, 

60대만…등등

데이터를선택-

케이스선택
클릭





성별=1(남성)인값만남고
성별=2(여성)인값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