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의 관계
김지우 이건우
연구 목적

분석 절차

시대가 거듭날수록 휴대폰 또한 발달되었으며, 현
대에 이르러 이제는 스마트폰 생활의 일부분이 되
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래프-1>과 같은 중독현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의존도의

척도로, 실제로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로 결정했다.

<그래프-1> 스마트폰 중독률 현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주제 선정

모집단 설정
및 표본틀 작성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크기 결정

설문지 작성
및 사전조사 실시

7월 19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최종 결론
및 포스터 작성

분석 결과 해석
및 추가 분석 실시

분석 실시

설문지 수정
및 본조사 실시

7월 30일

7월 22일

8월 5일

8월 1일

조사 계획
조사 방법
모집단 설정
신분적, 시간적, 금전적 사항을 고려하여 ‘충남대학교
재학생’으로 제한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크기 결정
마찬가지로 신분, 시간, 금전적 사항을 고려하여‘할당추
출방법’을 선택.
신뢰수준 95%하에 허용오차 ±5%이내로 표본크기 결정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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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모집단 24421(2013년 현재 충남대학생 수)을
기준으로 계산결과, 약 400명이 적정 크기였으며, 따라서
학년별로 남녀 각각 50명씩 임의로 추출하였다.

익명성 확보 및 높은 응답률을 유도하기 위해 Google
drive를 이용한 인터넷조사 방법을 선택했으며,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메신저를 통해 링크를 배포하여 설문 완
료 후, 자동 수집되는 방법으로 임의로 추출된 표본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
단, 단대 인원 및 성별에 비례하여 추출하기로 결정. <표1>과 같이 계산하여 이 인원에 맞춰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림-2> 응답 결과
<표-1> 단과대학별, 성별의 비율에 맞춰 계산된 표본틀

<그림-1> 의 형태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그림-2>과
같이 실시간으로 응답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1> 인터넷 배포용 설문지

통계 분석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의 상관관계
귀무가설 :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은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 :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다

Pearson 상관 계수
= -0.210
P-값 = 0.000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 2표본 t검정
귀무가설 :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 차이가 있다
차이 = mu (1) - mu (2)
차이 추정치: -0.980
차이의 95% CI: (-1.358, -0.602)
차이의 T-검정 = 0 (대 not =): T-값 = -5.10 P-값
= 0.000 DF = 397

해석 : 상관계수가 -0.210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채택.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성별, 학년과 데이터 사용량의 이원분산분석
귀무가설 :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대립가설 :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출처
성별
학년
교호작용
오차
총계

DF
1
3
3
392
399

SS
96.03
1.59
8.37
1459.97
1565.96

MS
96.0260
0.5301
2.7908
3.7244

F
P
25.78 0.000
0.14 0.935
0.75 0.523

해석 : 교호작용의 유의확률이 0.523으로 유의수준 5%보
다 크게 나왔으므로 귀무가설 채택.
즉, 상호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의수준 5%에서, 학년별 데이터 사용량은 유의하
지 않지만,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반적 통계 분석 결과
처음에 데이터 전체를 놓고 분석하기 전, 우리는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고 분석을 실시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관관계가 없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상관관계가 없도록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예상
하여 성별과, 학년을 요인으로 잡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 두가지 모두 학년과 관계
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남자

2=여자

해석 : T값이 -5.10,
유의확률이 0.000으
로 유의수준 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
성별로 데이터 사용량
의 차이가 있다.
여자가 0.98gb만큼
높게 나왔다.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 2표본 t검정
귀무가설 :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성별간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 차이가 있다
차이 = mu (1) - mu (2)
차이 추정치: -0.1912
차이의 95% CI: (-0.2772, -0.1052)
차이의 T-검정 = 0 (대 not =): T-값 = -4.37 P-값
= 0.000 DF = 388
해석 : T값이 -4.37,
유의확률이 0.000으
로 유의수준 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
성별로 성적의 차이가
있다. 여자가 0.1912
만큼 높게 나왔다.
1=남자

2=여자

성별 간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의 상관관계
성별, 학년과 성적의 이원분산분석

귀무가설 :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은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 :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다

귀무가설 :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대립가설 :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출처
성별
학년
교호작용
오차
총계

DF
1
3
3
392
399

SS
3.6557
0.0168
0.9836
75.1026
79.7588

MS
F
P
3.65574 19.08 0.000
0.00561 0.03 0.993
0.32787 1.71 0.164
0.19159

해석 : 교호작용의 유의확률이 0.164으로 유의수준 5%보
다 크게 나왔으므로 귀무가설 채택.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표본 t검정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성별간에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을 평균비교를 하였
으며, 두가지 모두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자와 여
자를 아예 다른 특성임을 예상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
하여, 다시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남자의 경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
자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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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관 계수
= -0.030
P-값 = 0.675

Pearson 상관 계수
= -0.575
P-값 = 0.000

해석 : 성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해본 결과,
남자의 경우 -0.03으로 관계가 없고 여자의 경우 -0.575
로 데이터 사용량과 성적간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견해
즉, 남자의 경우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모바일 데이
터 사용량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남자
는 여자보다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그만큼 wi-fi의 사용량도 고려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과 wi-fi사용량을 합쳐, 다시 측정
해보면, 남자의 경우도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레 예
측할 수 있으나 데이터 사용량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나
타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