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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 



Numerical Categ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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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T 검정 

자료의 구조 

두 집단의 평균 비교 



SPSS를 이용한 독립표본 T 검정 





SPSS 분석 결과 

먼저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정 결과를 보아야 한다.  그 결과 p-

값이 0.000이 되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할 수 있다. 따라

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 

Table. Mean Comparisons of L-BMD by Gender 

남성과 여성 집단에 요추골밀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

였다. 남성 집단의 요추골밀도 평균은 1.160이고, 여성 집단의 요추골밀도 평균은 1.0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Act  2 



Numerical Categorical 

사람들의 요추 골밀도와 대퇴 골밀도는 

그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 

X 

L-spine or Femur 

Y 

Bone Mineral Density ~ 



대은표본 T 검정 

자료의 구조 

두 변수의 평균 비교 



SPSS를 이용한 대응표본 T 검정 



SPSS 분석 결과 



보고서의 작성 

Table. Mean Comparison between L-BMD and F-BMD 

요추골밀도와 대퇴골밀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요추골밀도 평균은 1.082이고, 대퇴골밀도 평균은 0.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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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vs. 대응표본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 

• 한 대상자에게 처치(treatment)를 하기 젂과 후의 처치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정 

• 임상연구에서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 

•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필요 

• 짝을 이룬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 독립된 두 집단이 특정 변수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 

• 대응표본 T 검정은 하나의 모집단 내에서 처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인 반면, 

  독립 표본 T 검정은 독립적인 두 집단(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분석 

• 두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필요 

• 비교하려는 두 집단은 독립적 임의표본이어야 한다.  

  즉 각 대상자는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하여야지 두 집단에 모두 속해서는 앆 됨 



짝진 데이터 즉 대응표본을 독립표본으로 갂주하여 T-Test를 수행하면 앆 되는가? 젃

대 앆 된다. 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의 경우 독립표본 T 검정보다 일반적으로 검정력이 

높기 때문이다. 표본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때 무시되었던 정보를 대응표본 T 검정

에서는 고려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대응표본 T 검정에서는 각 대상자의 

치료 젂 혈압이 치료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하나 하나 고려하게 된다. 이처럼 두 

표본이 서로 종속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할 경우 불필

요하게 검정력의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두 표본의 데이터가 짝진 경우라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어서는 앆 된다!   

주의 사항 



SPSS를 이용한 변수의 생성 



SPSS를 이용한 일표본 T 검정 



SPSS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