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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Ⅳ. 결론

음주·흡연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비교

Ⅱ. 분석 수행방법Ⅰ. 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음주문화 및 흡연이 활성화 되어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학과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술ᆞ담배를 접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
학생들에게 술ᆞ담배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측면에
서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대학교 재학생 207명
2. 표본추출: 단순 임의 추출 방법
3. 조사장소: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천안종합터미널)
4. 진행일정:

<출처: 충북일보>

<출처: 한국경제매거진>

7/7 ~ 7/10 ~ 7/22 ~ 7/27 ~ 8/13 ~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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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적일관성신뢰도 분석

<표 1. 내적일관성신뢰도 검정 결과>

대인관계 5문항

1. 문항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분석

<표 2. 요인명 정의>

요인1 요인2

인맥의 깊이 친화력

2. 자료의 탐색

2) 구인타당도 분석

대인관계13: 지인과 식사를 함께 하는 편이다.
대인관계14: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
대인관계15: 이성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이 있다.
대인관계17: 학교 동기 및 선후배들과 두루 친하고 원만하다.
대인관계18: 혼자 있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사용문항

1) 일반적 특성

음주와 흡연 여부로만
살펴보았을 때, 음주자
는 70%를 차지하였고
흡연자는 54%를 차지
하였다.
음주와 흡연 여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대학생은 48%를
차지하였다.(그림1)

<그림 1. 음주·흡연 여부 비율>

(N=207)

2) 문항 점수 생성

인맥의깊이 RMEAN(‘대인관계13’‘대인관계14’‘대인관계15’)

친화력 RMEAN(‘대인관계17’’대인관계18’)

대인관계
RMEAN(‘대인관계13’‘대인관계14’‘대인관계15’

‘대인관계17’’대인관계18’)

<표 3. 점수생성 과정>

4) 데이터의 분포 (정규성 검정)

<그림 3. 친화력>

3. 음주여부에 따른 비교

1) 인맥의 깊이 평균차이 (2표본 t검정)

2) 친화력 평균차이 (2표본 t검정)

4. 흡연여부에 따른 비교

1) 인맥의 깊이 평균차이 (2표본 t검정)

2) 친화력 평균차이 (2표본 t검정)

5. 음주·흡연 여부에 따른 비교

1) 대인관계 평균차이 (이원 분산분석)

<결과 2. 차이검정 결과>

분석결과 T-통계량이 2.60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10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주여부에 따라 인맥의
깊이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즉, 음주자의 인맥의 깊이 평균
은 3.4, 비음주자의 인맥의 깊이 평균은 3.3으로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인맥의 깊이가 깊다고 볼 수 있다.(결과2)

<결과 3. 차이검정 결과>

분석결과 T-통계량이 4.43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주여부에 따라 친화력
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즉, 음주자의 친화력 평균은 3.4, 비
음주자의 친화력 평균은 3.0으로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친화력이 좋다고 볼 수 있다.(결과3)

<결과 4. 차이검정 결과>

분석결과 T-통계량이 2.19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29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주여부에 따라 인맥의 깊이
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즉, 흡연자의 인맥의 깊이 평균은 3.4, 
비흡연자의 인맥의 깊이 평균은 3.3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인맥의 깊이가 깊다고 볼 수 있다.(결과4)

<결과 5. 차이검정 결과>

분석결과 T-통계량이 2.36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19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주여부에 따라 친화력이 같
다고 볼 수 없다. 즉, 흡연자의 친화력 평균은 3.3, 비흡연자
의 친화력 평균은 3.2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친화력이 좋
다고 볼 수 있다.(결과5)

분석 결과 F-통계량이
5.68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01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주∙흡연 여
부에 따라 대인관계 정도
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중 비교 결과 음주O*흡연O
집단과 음주O*흡연X집단이
음주X*흡연X집단보다 대인
관계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고, 음주X*흡연O집단은 음주
X*흡연X집단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결과6)

<그림 5. 대인관계 상자그림>

대인관계 문항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0.78로 높으
므로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표1)

<결과 1. 요인분석 결과>

5가지 대인관계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
으로 분류되었다.(결과1)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관성신뢰도
값은 각각 0.72, 0.71로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이라
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인맥의 깊이, 두 번째 요인은
친화력이라고 명명할 것이다.(표2)

<결과 6. 차이검정 결과>

3) 기술통계량

<그림 4. 대인관계>

<그림 2. 인맥의 깊이>

인맥의 깊이 데이터 Ryan-
Joiner 통계량이 0.994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9
4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한
다고 볼 수 있다.(그림2) 
친화력 데이터 Ryan-Join

er 통계량이 0.994이고 이
에 대응하는 p-값이 0.080

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3) 
대인관계 데이터는 Ryan-Joiner 통계량이 0.996이고 이
에 대응하는 p-값이 >0.100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데
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4)

비음주자보다 음주자가 인맥의 깊이와 친화력이 좋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인맥의 깊이와 친화력이 좋다

음주X*흡연X보다 음주O*흡연O가 대인관계가 좋다
음주X*흡연X보다 음주O*흡연X가 대인관계가 좋다

음주·흡연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인맥의
깊이, 친화력)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흡연보
다는 음주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차이가 크다

(N=207)

(N=207)

(N=207)

(N=207)

(N=207)

(N=207)

1요인

2요인

대학생활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음주와
흡연이 대인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지만, 
건강에 해로우므로 자제가 필요하다


	슬라이드 번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