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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연애학 개론” 팀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연애 즉, 아름다운 여성과 멋있는 남성은 많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성이 당신

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다. 이 조사는 재학중인 대학생 110명에게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을 뽑았으며, 우리의 관심사는 성별, 학
년, 이성교제 시 진지함의 정도 와 첫 키스의 적당한 시기를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성의 외관과 성격, 경제적 능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성 교재 시 중요도와 본인의 만족도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우리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성의 중요
도와 본인의 만족도도 비교해 보았다. 유의 수준은 0.1로 하였다.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과학적인 분야가 아닌 사회분야로써 0.1의 유의수준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정하였다..

Chapter 1.     <남녀 차이>

우선 우리 “연애학 개론” 팀에서는 남녀간에 이성을 선택할 때 무엇
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에 남녀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표를 보면 이성을 볼 때 Appearance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허나 Character는 이성을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Wealthy와 Vision에 대해서는 남
녀간에 이성을 볼 때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허나 Appearance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고 나왔지만, Appearance 
내의 외모, 몸매, 키 변수 중에서 몸매와 키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Vision도 P-value 값이 0.001로 나오며 매우
유의하게 나왔지만, 그 안의 미래에 대한 전망, 학벌, 대인관계 세가지
변수 중에서 대인관계변수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값 P-VALUE Mean

Appearance
(외관)

-0.64 0.522 Male 3.35
Female 3.444

Character
(성격)

-1.62 0.107 Male 3.607
Female 3.809

Wealthy
(경제력)

-1.77 0.080 Male 2.869
Female 3.099

Vision
(미래)

-3.29 0.001 Male 3.268
Female 3.716

Chapter 2.     <학년 차이>

대학생시절 모두가 나이가 먹으면 이성을 볼 때 이성관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좀더 객관적인 분
석을 하고자 하여 이 설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년별로 외관, 성격, 경제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는 차
이가 있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다. 허나, 이성을 만날 때 외모를 볼
때는 의외로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외모에 중요도를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혈질성격기피에는 2학년의 평균이 3.6이고 4학년의
평균이 4.28로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혈질성격을 기피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몸매는 1학년이 2.611이고 2학년이 3.52로 1
학년과 2학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의
본인의 만족도에 대하여는 1학년과 4학년이 각 각 3.05와 3.76으로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처
음에 궁금해 했던 학년별 이성을 만날 때 이성관이 바뀐다는 것에 대
해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정은 학
년별 표본의 수가 같지 않으므로 Duncan과 Tukey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Scheffe방법을 사용 하였다.

F - 값 P-value
외모 2.20 0.092
다혈질성격기피 3.080 0.030
본인의 몸매 2.67 0.051
본인의 미래 비전 2.63 0.054

Chapter 3.     <늑대의 이기심>

“ 남성의 정신연령은 18살에서 멈춘다 ”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우리
는 남성의 본인의 만족도와 여성에게 바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하여 비교를 해 보았다. 이에 우리는 남성표본만을 상대로 본인만족과
여성에게 바람에 관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보았다.

이에 남성은 본인의 몸매의 만족도보다 이성의 몸매를 더 좋기를 바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혈질 적인 성격 또한 남성의 다혈질적인
성격인 사람도 다혈질적인 여성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나, 
학벌은 본인의 만족이 이성의 바람보다 더 커서 여성의 학벌은 본인보
다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Chapter 4.     <여우의 욕망>

요즘 “ 된장녀 ” 란 얘기가 더 이상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그만큼 현
대 여성들은 예전과 달리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이에 여성들 또
한 남성관이 많이 바뀌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이 본인만족도와 남성에
게 바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았다. 

위의 표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본인의 키의 만족도에 비하여 남성의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입과 비전 두 가지
변수에서도 본인의 수입과 비전보다는 남성의 수입과 비전에 많은 중
요도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허나 요즘 “ 차가 있어야 여자가 꼬인다
“ 는 말과는 다르게 차량에 관하여는 여자만족도와 남성에게 바람과
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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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P-value Mean( 이성의 바람 – 본인만족)

몸매 3.707 0.00 0.59
다혈질 9.630 0.00 1.639
학벌 -1.987 0.05 -0.295

T-값 P-value Mean( 이성의 바람 – 본인만족)
키 3.023 0.004 0.574

수입 3.296 0.002 0.555
차량 -0.308 0.759 -0.055
비전 5.159 0.000 0.704

Chapter 5.     < 연애경험이 많으면 무언가 다른가? >

“연애경험이 많으면 이성을 볼 때, 또는 본인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까? “
라는 호기심에 이성교제경험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연애경험이
이성을 볼 때와 본인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애경험이 증가할수록 외모와 몸매 그리고 월수입의 중요도도 함께 증가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외모, 몸매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나 본인의 만족도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뀌어 본인의 외모, 몸매 그리고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클수록
연애경험이 많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F-값 beta P-value

외모 9.015 0.065 0.003

몸매 15.352 0.089 0.000

월수입 11.107 0.085 0.001

본인 외모 만족도 8.248 0.068 0.005

본인 몸매 만족도 4.579 0.057 0.035

본인 대인관계 만족도 4.005 0.043 0.048

Chapter 6.     < CONCLUSION –너만 CAMPUS COUPLE 이냐?? 나도 이젠 CC! >

아직도 자신은 차가 없어서 혹은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여전히 Loser. 실제로 여성은 대학생 남자 친구에게 차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키가 작은 당신이라면 신발에 깔창을 넣고 키가 커 보이는 옷을 입도록 하라! 그리고 학년에 맞는 공략법을 세우고 그녀에게 접근
하라 (chapter 3 참고) 고 우리 “연애학 개론”팀은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그녀에게 고한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
다.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라! 그렇다면 당신도 당당히 CC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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