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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성장기 아동에게 충분한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은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에서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칼슘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찾아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아동영양학 리포트(http://www.happycampus.com/doc/11208680) 

3. 분석 결과 

2. 연구 수행 방법 

칼슘영양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김태

영(2008)의 “학교 우유급식 참여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칼슘 섭취실태 비교” 자료를 제공 

받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주 시내  소재 6개 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16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변수로는 24개 식품 섭취량과 성별, 학년, 운동시간,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 컴퓨터 및 TV 사

용시간, 우유 종류, 즐겨 먹는 유제품 종류, 우유 섭취 여부에 대한 변수 8개를 선정하였다. 

4. 결론 

  일변량 분산 분석 결과, 성별, 학년, 운동시간,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 컴퓨터 및 TV 사용시간, 우유 종류, 즐겨 먹는 유제품 종류, 우유 섭취 여부가 각각 한 달 칼슘 섭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우유 섭취 여부가 가장 칼슘 섭취에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동 시간, 우유 종류, 즐겨 먹

는 유제품의 종류, 컴퓨터 및 TV 사용시간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설문지 내에 초등학생의 칼슘 섭취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정된 24개 식품에 대해 섭취 횟수를 이용하여 각 학생별 

한 달 칼슘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한 달 칼슘 섭취량의 분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별 한 달 칼슘 섭취량의 상자그림을 그려보았으며, 

분포에 나타난 이상값 17개를 제거하였다. (그림 1) 
출처 :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www.foodnara.go.kr/kissna) 

1. 데이터 전처리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30분 미만’, ‘거의 안함’ 
데이터들은 p-값이 0.05 보다 크므로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데이터는 p-값이 0.041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지만, N이 30보다 크므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 

 
 
 

우유 섭취 여부에 관한 데이터들은’ 예’와 
‘아니오’ 모두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지만, N값이 30보다 크므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 

<그림 1. 성별 학년별 상자그림>  

<그림 2. 운동 시간별 정규 확률도>  

<그림 3. 우유 섭취 여부에 따른 확률도>  

3. 등분산 검정 

<그림 4. 운동 시간별 등분산 검정>  <그림 5. 우유 섭취 여부에 따른 등분산 검정>  

운동 시간 별로 한 달 칼슘 섭취량의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Bartlett 검정 결과의 p-값이 
0.257이므로 운동 시간별로 분산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우유 섭취 여부에 따라 한 달 칼슘 섭취량의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F 검정의 p-값이 
0.333이므로 우유 섭취별로 분산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4. 평균 차이 검정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우유 섭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01으로 매우 작으므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유를 마시는 
학생이 마시지 않는 학생보다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7773mg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그림 6. 2-표본 t검정 결과>  

<그림 7. 일원분산분석 결과>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운동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01으로 매우 작으므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별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 크기는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한 달 칼슘 섭취량 = a+𝒃𝒊운동 시간𝒊+𝒄𝒋컴퓨터 𝑻𝑽 사용시간𝒋+𝒅𝒌우유 종류𝒌+𝒆𝒍우유이외에 즐겨먹는 유제품종류𝒍+𝒇𝒎우유 섭취 여부𝒎,  i=1,2,3,4 , k=1,2,3 , l=1,2,3 , m=1,2 

 

<그림 9. 회귀 분석 결과 1>  <그림 10. 회귀 분석 결과 2>  

한 달 칼슘 섭취량을 반응 변수로 놓고 8개 변수를 예측 변수로 설정한 후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p-값은 <0.001이므로 매우 유의하였으며 3개의 
변수(성별, 학년,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가 제거되었다. (그림 9) 최종 모형에 포함된 
모든 예측변수들의 VIF<10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 및 TV 사용 시간이 적을수록, 저지방 혹은 무지방 
우유보다는 가공 우유를, 가공 우유보다는 흰 우유를 먹을수록, 치즈보다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떠먹는 요구르트보다는 마시는 요구르트를 즐겨 먹을수록, 우유 섭취를 
하지 않을 때보다 할 때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림 8. 다중 비교 결과>  

다중 비교를 위해 Tukey의 모든 차이 
비교 방법을 실시한 결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과 ‘30분 미만’ 운동하는 
학생들의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운동 시간이 30분 
이상인 두 집단 간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고, 1시간 미만인 
세 집단 간 한 달 칼슘 섭취량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나머지 분석 변수 6개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값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표 1. 일반적 특성별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 비교>  
6. 다중 회귀 분석 

5. 다중 비교와 일반적 특성 한 달 칼슘 섭취량의 평균 비교 

2. 정규성 검정 

http://www.foodnara.go.kr/kiss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