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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X ~ Y H0 : X ㅗ Y 

변수 형태와 통계적 분석방법 

X 

Categorical 

X 

Numerical 

Y 

Categorical 

Y 

Numerical 

Y 

Numerical 

X 

Categorical 
집단들 사이의 평균 비교 

두 개 이상의 집단 혹은 범주 

~ 주량  
· 한림대 

· 강원대 

· 춘천교대 



‘연령’은 ‘골밀도’와 관렦이 있는가? 

X 

Numerical 

Y 

Numerical ~ 



Numerical Categorical 

X 

Age ~ 
Y 

Bone Mineral Density 



‘체중’은 ‘골밀도’와 관렦이 있는가? 

X 

Numerical 

Y 

Numerical ~ 



Numerical Categorical 

~ 
Y 

Bone Mineral Density 

Body Weight 

50 kg 65 kg 

Group 2 Group 4 Group 1 

저체중 과체중 보통 미만 

Group 3 

57.5 kg 

보통 이상 

X 

Body Weight 



Body Weight 

50 kg 65 kg 

Group 2 Group 4 Group 1 

저체중 과체중 보통 미만 

Group 3 

57.5 kg 

보통 이상 

체중 집단들 사이에 골밀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 체중이 골밀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체중이 큰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이   

         체중이 작은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보다 클 것이다. 



Act  1 



Categorical 

Group 1 

m1 

s1 

Group 2 

m2 

s2 

Group 3 

m3 

s3 

Group 4 

m4 

s4 

저체중 

보통 미만 
보통 이상 

과체중 

X 

Body Weight 

Numerical 

Y 

Bone Mineral Density 

4개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은가? 



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연구가설 /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영가설 /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X : Weight 

H1 : X ~ Y 

체중(X)는 골밀도(Y)와 

관렦이 있다. 

H0 : X ㅗ Y 

체중(X)는 골밀도(Y)와 

관렦이 없다 → 독립이다. 

체중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 

체중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이 모두 같다. 

Y : BMD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m1 ≠ m2 ≠ m3 ≠ m4 

m1 = m2 = m3 ≠ m4 

m1 ≠ m2 = m3 = m4 

m3 ≠ m4 

m1 ≠ m2 

m1 ≠ m3 

m1 ≠ m4 

m2 ≠ m3 

m2 ≠ m4 

m1 = m2 ≠ m3 = m4 

m1 ≠ m2 ≠ m3 = m4 

…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Group 1 

 

1.001 

 

(0.173)
 

Group 2 

 

1.043 

 

(0.170)
 

Group 3 

 

1.086 

 

(0.170)
 

Group 4 

 

1.123 

 

(0.169)
 

저체중 

보통 미만 
보통 이상 

비만 

4개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은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분산 가정 



직관적 이해: 집단들의 모분산이 같다면 . . . 

m1 

m2 

m3 

집단 갂 분산 = 집단 내 분산 

m1 = m2 = m3 

m1 

m2 

m3 

m1 ≠ m2 ≠ m3 

집단 갂 분산 > 집단 내 분산 



SPSS를 이용한 분산 분석 



이와 관렦된 내용은 ‘Act 2’에서 다룰 것임 





기술통계 

우선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체중에 따라 구분된 4개 집단의 골밀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저체중 

집단은 1.001, 보통 미만 집단은 1.043, 보통 이상 집단은 1.086, 그리고 과체중 집단은 1.123이다. 따

라서 체중이 큰 집단일수록, 골밀도의 평균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중 정도와 골밀도가 

관렦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즉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 이와 관렦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가설 검정: 등분산인 경우  

분산 분석을 원칙적으로 집단들 사이에 모분산이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먼저 분산의 동질

성 여부를 검정해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네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것이다. p-값이 0.975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의 분산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값은 

0.000가 되어 ‘네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할 수 있다. 결국 

네 집단의 모평균은 모두 같다고 말할 수 없다.  



가설 검정: 등분산이 아닌 경우  

분산분석은 집단들 사이에 표본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정규성 가정이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집단들 사이에 표본크

기가 일정하지 않고 등분산 가정에 위배된다면, 집단들 사이에 평균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Robust ANOVA 혹은 비모수 검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Robust ANOVA는 F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SPSS에서는 Welch 검정과 Brown-Forsythe 검정을 제공한다.  

Robust ANOVA 분석결과, Welch 검정의 p-값은 0.000이고 Brown-Forsythe 검정의 p-값은 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검정 결과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네 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같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두 개의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의 평균이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 다음에 

설명할 사후 검정이다.) 두 통계량의 p-값에 차이가 있다면, Welch 검정법이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택하는 것이 좋다. 



Act  2 



사후 검정  Post Hoc Test 

분산분석 결과 ‘집단들 사이에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면, 어느 집단의 평균이 다

른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했다면, 사후 검정을 필요 없을 것

이다. 왜냐하면 집단들의 평균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즉 각 집단의 평균에 대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  

3C2 = 3(3-1)/2 = 3 

번의 두 집단씩 평균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사후 검정(post hoc test)라고 한다. 이를 위한 상당히 

많은 수의 검정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 검정 방법으로는 Bonferroni, Scheffe, Tukey 등이 주로 사용된다. Tukey

는 집단들 사이에 표본 수가 같을 경우에 집단들 사이에 차이를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

법이다. 따라서 표본 수가 같다면 Tukey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표본 수가 다

른 경우는 Bonferroni나 Scheffe가 주로 사용된다. 3집단인 경우에는 Bonferroni를 사용하는 것

이 좋으며, 네 집단 이상인 경우는 Bonferroni의 검정력이 떨어지므로 Scheff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후 검정 방법의 선택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 사후 검정은 Tamhane 등을 이용한다. 



SPSS 분석 결과: 사후 검정 



Numerical Categorical 

‘체중’ ‘골밀도’와 관렦이 있는가? 

X 

Body Weight ~ 
Y 

Bone Mineral Density 

49.0 kg 1.284 g/cm2 



ANOVA vs. T-Test 

ANOVA 대신에 두 개씩 T 검정을 

여러 번 수행하면 앆 되는가?  

즉 N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NC2=N(N-1)/2번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선 앆 된다. 그 이유는 유의수준이 증가하는 다중 비교 문제

(multiple comparison problem)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와 B 두 집단을 유의수준 5%

에서 비교하고자 한다면,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짂짜 

차이가 없는데 유의성이 없을 가능성)은 95%라는 것이다. 세 집단의 경우 총 3번 T 

검정을 수행하여야 한다(A-B, A-C, 그리고 B-C). 각 T 검정에서 유의수준은 5%이므로, 

총 3번의 T 검정 모두에서 옳은 결정(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음)

을 할 확률은 0.95×0.95×0.95= 0.86이다. 따라서 유의수준은 0.14로 증가하게 된다. 

즉 N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유의수준을 α로 설정하였다면, 실제 유의수준은 1-

(1-α)N(N-1)/2 으로 증가하게 된다. 



Numerical Categorical 

X 

Obesity Diagnosis ~ 
Y 

Bone Mineral Density 

■ BMI (kg/m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겉보기 비만지수라고도 합니다. 

BMI = 체중(kg) ‚ 신장2(m2) 

BMI and BMD 



Categorical 

Group 1 

m1 

s1 

Group 2 

m2 

s2 

Group 3 

m3 

s3 

Group 4 

m4 

s4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X 

Obesity Diagnosis 

Numerical 

Y 

Bone Mineral Density 

4개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은가? 



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연구가설 /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영가설 /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X : BMI 

H1 : X ~ Y 

비만 정도(X)는 골밀도(Y)와 

관렦이 있다. 

H0 : X ㅗ Y 

비만 정도(X)는 골밀도(Y)와 

관렦이 없다 → 독립이다.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집단들의 

골밀도 평균이 모두 같다. 

Y : BMD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Group 1 

 

1.032 

 

(0.186)
 

Group 2 

 

1.056 

 

(0.173)
 

Group 3 

 

1.074 

 

(0.188)
 

Group 4 

 

1.102 

 

(0.174)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4개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은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분산 가정 



SPSS를 이용한 분산 분석 



기술통계 

우선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4개 집단의 골밀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저

체중 집단은 1.032, 정상 집단은 1.056, 과체중 집단은 1.074, 그리고 비만 집단은 1.102이다. 따라서 

비만 정도가 큰 집단일수록, 골밀도의 평균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만 정도와 골밀도가 

관렦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즉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 이와 관렦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H0 : m1 = m2 = m3 = m4 

H1 : H0이 아니다 



가설 검정: 등분산인 경우  

분산 분석을 원칙적으로 집단들 사이에 모분산이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먼저 분산의 동질

성 여부를 검정해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네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것이다. p-값이 0.662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의 분산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값은 

0.015가 되어 ‘네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5에서 기각할 수 있다. 결국 

네 집단의 모평균은 모두 같다고 말할 수 없다.  



가설 검정: 등분산이 아닌 경우  

분산분석은 집단들 사이에 표본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정규성 가정이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집단들 사이에 표본크

기가 일정하지 않고 등분산 가정에 위배된다면, 집단들 사이에 평균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Robust ANOVA 혹은 비모수 검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Robust ANOVA는 F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SPSS에서는 Welch 검정과 Brown-Forsythe 검정을 제공한다.  

Robust ANOVA 분석결과, Welch 검정의 p-값은 0.025이고 Brown-Forsythe 검정의 p-값은 0.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검정 결과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네 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같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두 개의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의 평균이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 다음에 

설명할 사후 검정이다.) 두 통계량의 p-값에 차이가 있다면, Welch 검정법이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택하는 것이 좋다. 



SPSS 분석 결과: 사후 검정 



보고서의 작성 

Table. Mean Comparisons of L-BMD by BMI Group 

네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값은 

0.015가 되어 ‘네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5에서 기각할 수 있다. 결국 

네 집단의 모평균은 모두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네 집단들의 평균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사후 검정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Scheffe의 다중비교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저체중 집단과 비만 집단 사이에 골밀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ct  3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or One-factor ANOVA 

• ‘집단들’ 혹은 ‘처리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요인(factor)라고 함 

  - ‘저체중’이나  ‘과체중’ 등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기준은 ‘체중’이라는 요인이 사용됨  

• 분산분석: 요인을 독립변수(설명변수)로 종속변수(반응변수)를 설명하려는 모형 

  - ‘체중’이라는 하나의 요인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종속변수 

(반응변수) 

       X  

  G1: 저체중 

  G2: 정상 

  G3: 과체중 

Y 

 골밀도 

독립변수 

(설명변수) 

요인 

•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요인이 두 개 이상 일 수도 있지만, 하나인 경우가 보통임 

• 요인이 하나인 분산분석을 ‘일원 분산 분석’이라고 함 



Table. Mean Comparisons of L-spine BMD and Weight among Age Groups 



Figure: Changes in Mean of L-BMD and Weight with Age  





Table. Mean Comparisons for 50-65 kg 



Table. Mean Comparisons for Over 65 kg 



Table. Mean Comparisons for Below 50 kg 



H1 : X ~ Y H0 : X ㅗ Y 

변수 형태와 통계적 분석방법 

X 

Categorical 

X 

Numerical 

Y 

Categorical 

Y 

Numerical 

Y 

Numerical 

X 

Categorical 
One-way ANOVA 

Chi-square Test 



Table. Mean Comparisons of L-BMD by Weight Group 

Table. Mean Comparisons of L-BMD by BMI Group 



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BMI Group 



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Weight Group 



H1 : X ~ Y H0 : X ㅗ Y 

변수 형태와 통계적 분석방법 

X 

Categorical 

X 

Numerical 

Y 

Categorical 

Y 

Numerical 

Y 

Numerical 

X 

Categorical 
집단들 사이의 평균 비교 

두 개의 집단 혹은 범주 

☞ 독립표본 T 검정 

두 개 이상의 집단 혹은 범주 

☞ ANOVA 



ANOVA vs. T-Test 

두 개 독립표본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정 대신에 ANOVA를 수행해도 되는가?  

Example: 평균을 기준 두 체중 집단의  골밀도 평균 비교 

두 개의 체중 집단, 즉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 집단들 사이에 골밀도 평균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체중 구분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독

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한 결과와 ANOVA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해보자. 

당연히 된다 !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