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성적과의 관계
임상훈 박다경 최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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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v수리성적의 분석
1. 정규성검정

2. 2-표본 T검정

연구주제 선정
등급(숫자가 낮을수록 좋음)

ü비만과 수학성적은 관련이 있다.
비만 학생들이 정상 학생들보다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수학 성적 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비만과 성적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v비만의 특징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N이 416으로 30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외국어성적과 언어성적 또한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 볼 수 있다.

비만인 학생들의 수리성적과 정상인
학생들의 수리성적을 분석한 본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비만도와 수리성적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상관분석

3. 산점도
상관계수는 0.063으로 관계가 없다.
P-값 또한 0.05보다 크므로 유의하지 않다.
5. 회귀분석

비만은 집중력과 지능을 저하시킨다.

산점도 결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회귀 적합선을 보아 약간이 나마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수치(0.0056)인 약한 상관관계를 띄므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R-제곱은 회귀식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알 수
있는 수치로써 1에 가까울 수록 유용하다.
그런데 0.4%이므로 추정된 회귀선은 쓸모가
없다.

v언어성적의 분석

v수집 된 자료분석
ü언어성적의 분포

v외국어성적의 분석
ü외국어성적의 분포

v총 인원 : 416명 [남 : 316명, 여 : 90명 ]
모의고사 성적은 3,4,5등급에
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큰 차이가 없다.
üT 검정

비만도
-20~20

정상

20~30

경도비만

30~50

중등도비만

50이상

큰 차이가 없다.
üT 검정

비만도=
(현재 체중 -표준체중)
표준체중*100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는다.
ü산점도

고도비만

ü산점도

표준체중 = 현재 자신의 키 - 100*0.9
전체 학생들 중 비만인 학생은 68명으로서 전체에 16%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 비율은
90명으로서 22%에 불과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석
v그래프
ü비만도 그래프

v수리성적의 분석

산점도 결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산점도 결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ü상관분석

ü상관분석

상관계수는 0.078으로 관계가 없다.
P-값 또한 0.05보다 크므로 유의하지 않다.

상관계수는 -0.085으로 관계가 없다.
P-값 또한 0.05보다 크므로 유의하지 않다.

ü수리성적의 분포

결론
ü비만과 성적은 관련이 없다.
점도표 결과 -20~20 사이인 정상범위에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만 학생들과 정상 학생들의
수리성적의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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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tab을 활용한 t검정결과 세 과목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으나 평균에 있어서는
비만학생보다 정상학생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지만 관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었다. 기사와 우리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데이터 양의
부족과 모의고사 성적을 등급으로 조사하여 좀 더 정밀하지 못했던 점이다.
학생기록부나 생활기록부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더라면 기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