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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통계량 T값은 -2.62이며 유의확률은 0.005로 유의수
준 0.05보다 작으므로 H0을 기각함.
기혼자의 행복지수 추정치는 79.35점 미혼자의 행복지수
추정치는 76.43점이다.
따라서 기혼자의 행복지수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나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신가요?
청주대학교 통계학과 조현우 이민지 이주현

인적 사항 성별, 나이, 직업, 결혼 및 연애유무, 음주/운동 유무

행복지수

개인적 특성(P) 인생관, 적응/유연성

행복지수 = 0.2*P+0.3*E+0.5*H생존조건(E) 건강, 돈, 인간관계

고차원상태(H) 자존감, 기대. 야망

스트레스지수

심리적 스트레스(S)
스트레스지수

= 0.42*S+0.31*O+0.28*R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O)

현실 도피(R)

주제 선정

최근 20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20대의 행복지수와 3-40대의 행복지수와 스트레스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행복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2002년에
발표한 ‘행복공식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스트레스 지수는 근로복지
공단의 스트레스 검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행복공식이론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545&cid=40942&categoryId=31609)

조사일정 : 2015.7.20~2015.8.20
조사 대상 : 대한민국 남녀
표본 선정 : 360명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거한

347명의 20대 30대 40대 남녀를 선정
자료 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Google Docs’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시 e-mail 주소를 적은 응답자들에게
전체평균 행복/스트레스 지수와 개인적인 조사결과를 전달하였다.

설문지 설계 : 4점 척도, 3점 척도 이용
조사 내용

조사 계획

응답자 특성으로는 표본 347명중 남/여 가 55.3/44.7%이고 연령은 20대의 비중이 높아
초반(20~22),중반(23~24),후반(25~29)나누고 30대,40대 이상으로 나누었다. 운동횟수는
최근 한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다/주 1~2회/주3~4회/주5회 이상’으로 나누었다. 
결혼/연애 유무로는 ‘기혼/연애함/해당 없음’으로 나누었다.

통계 분석

변수 공통성
쫓기는 느낌 0.518
집중X능률저하 0.567

지겨움 0.716
도피 0.681

시간압박 0.585
많은 생각 0.557
괴롭힘 0.546

공개적 혼남 0.568
불공정한 분배 0.642

추출 제곱한 적재값 5.3794
누적분산(%) 0.598

변수 표준 편차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가중치

심리적S 32.8 0.3831 0.52 0.42 

타인O 34.04 0.2698 0.38 0.31 

현실도피R 38.69 0.2151 0.34 0.28 

스트레스지수 24.36 1.23 

검정통계량 F값은 5.6이며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H0을 기각함. 따라서 연령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Tukey의 사후분석 결과 20대와 30대 그리고 30대와
40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20대 연령별 행복지수/스트레스 지수 차이가 있을까?

H0 : 20대 연령에 따라 행복/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없다.

검정통계량 F값은 각각 0.399/1.243이며 유의확률은
0.672/0.29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H0을 채택함.
따라서 20대 연령에 따른 행복/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
검정

통계량

독 립 변 수

성별 음주유무

행복지수

T값 3.05 -2.77

P값 0.002 0.006

평균
남자 79.98 한다 77.41

여자 77.57 안한다79.6

스트레스

지수

T값 -3.78 0.55

P값 0.00 0.584

평균
남자 44.9 한다 50.7

여자 55.5 안한다 49.1

성별/음주여부에 따른 행복지수는 차이는 각각 유의확률이
0.002/0.006으로 귀무가설 기각함.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지수
차이는 유의확률이 0.000로 귀무가설 기각함.
음주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지수의 차이는 유의확률이 0.584로
귀무가설 채택함.
따라서 성별에 따른 행복지수와 스트레스지수는 차이가 있고,
음주여부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 지수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운동횟수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가 있을까?

운동
표본의
크기

평균 F-값 P-값 그룹화

주 5 회
이상

83 81.44 6.4 0.000 A

주
3-4회

74 79.88 A B

주
1-2회

97 77.67 B

운동
안 함

93 77.13 B

연령 표본의 크기 평균 F-값 P-값

행복
지수

20대 초반 74 79.190

.399 .672
20대 중반 140 80.106

20대 후반 71 79.616

총합 285 79.746

스트
레스
지수

20대 초반 74 51.745

1.243 .290
20대 중반 140 46.316

20대 후반 71 51.008

총합 285 48.895

나이 평균 F-값 P-값 그룹화
20대
중반

80.106 5.6 0.000 A

20대
후반

79.616 A

20대
초반

79.191 A

30대 76.01 A B
40대 74.51 B

Pearson 상관 분석

스트레스 가중치 부여

성별/음주여부에 따른 행복/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있을까?

H0 : 성별/음주여부에 따른 행복/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없다.

독립표본 T-test
**두 표본 등분산성을 가정한다.

스트레스지수 요인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표본들의 등분산성을 가정한다.

결 론

결혼/
연애
유무

평균 F-값 P-값 그룹화

연애 80.239 4.74 0.009 A

결혼 78.791 A B

해당
없음

76.427 B

종속변수 검정 통계량

독립 변수

결혼 유무

행복 지수

T값 -2.62

P값 0.005

평균
76.43

79.35

행복
지수

개인적 특성
P

생존 조건
E

고차원 상태
H

적응
력

인생
관

돈
인간
관계

자존
감

야망
기대

Pearson 0.832 0.687 0.473 0.781 0.915 0.823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스트
레스
지수

심리적
스트레스S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O

현실 도피R

Pearon 0.828 0.707 0.737

P값 0.000 0.000 0.000 

☞15개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①공통성이 0.4이상
②설명력이 60%
③적재값이 1이상
위 조건을 만족한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S)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O)
현실도피스트레스(R) 
3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검정통계량 F값은 6.4이며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H0을 기각함.
따라서 운동횟수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운동횟수가 증가할 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Tukey의 사후분석 결과 운동횟수가 주 3-4회 이상과
미만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H0: 결혼유무에 따라 행복지수의 차이가 없다.

H0: 결혼유무에 따라 행복지수의 차이가 없다.

H0: 운동횟수에 따라 행복지수의 차이가 없다.

전체 행복지수는 78.9점, 스트레스지수는 53.17점이었다.
T검정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행복/스트레스지수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행복지수는 여성의 행복지수보다 높았고,
스트레스지수는 여성보다 낮았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조사 전 20대 연령별 행복/스트레스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낮았지만, 주 운동횟수가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행복지수의 연관성이 높은 요인은 자존감,
적응력, 야망기대의 요인이었고, 의외로 돈은 행복지수와
연관성이 낮았다.
즉, 자존감과 적응력을 가지며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분석

빈도 퍼센트
가족 150 43.2%
건강 82 23.6%
사랑 50 14.4%
성공 34 9.8%
돈 19 5.5%
기타 12 3.5%
합계 347 100%

인구 통계학적 빈도분석

요인분석이란 요인의 구조가 가정되지 않은 경우 공통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이다.

행복공식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복지수에 가중치가
부여된 것처럼 스트레스지수에도 각각의 요인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중치부여는 표준화
계수를 이용한다.
표준화 계수 = 비 표준화 계수 *(독립표준편차/종속표준편차)
가중치 = 요인 별 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의 총합
스트레스 지수에 따른 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지수 = 8.706 + 0.3831S + 0.2698O + 0.2151R
각 요인(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계수가 된다.

결혼/연애 유무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가 있을까?

검정통계량 F값은 4.74이며 유의확률은 0.009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H0을 기각함 따라서
결혼/연애 유무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ukey의 사후분석 결과 미혼(연애를 하는 사람)과
기혼(결혼한 사람)의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미혼과 기혼의 행복지수 차이는 어떨까?

연령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가 있을까?

H0: 연령에 따라 행복지수의 차이가 없다.

어떤 요인이 행복/스트레스 지수에 더 연관성이 있을까?

자존감>적응력>야망기대
순으로 행복지수와의 피어슨의
상관관계가 높다.

심리적 스트레스>현실
도피>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순으로 스트레스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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