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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같은 골밀도와 관련된 질병에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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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같은 골밀도와 관련된 질병에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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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역보다 작으면, 

두 변수가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두 변수가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두 변수가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Act  2 



SPSS를 이용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두 변수가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보고서의 작성 

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Gender Group 

남성과 여성 집단에 골밀도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집

단에서 골밀도 정상자는 75%를 상회하였으나, 여성 집단은 57.5%이었다. 반면에 골감소증자는 남

성 집단은 22.3%이고 여성 집단은 31.0%이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남성이 2.6%, 여성 집단

이 11.6%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카

이 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p-값이 0.000이 되어, 유의수준 0.001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

단 사이에 골밀도 상태의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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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와 비만진단 

BMI(Body Mass Index and Obesity Diagnosis   

■ BMI (kg/m2)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라고 하며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비만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겉보기 비만지수’라고도 한다. 

                                               BMI = 체중(Kg) ÷ 신장2(m2) 

69 160 

BMI = 69 ÷ (1.6)2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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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BMI Group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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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Weigh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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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개수는 0개 이다. 





기대도수 혹은 예상빈도수가 적은 경우 

독립이라는 가정하의 기대도수(혹은 예상빈도수)의 값이 매우 작다면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의 결과를 싞뢰하기 힘들다.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모의 기대빈도수가 작아지면, 검정통계량의 값은 커지게 되

기 때문이다. 

Cochran의 법칙(Cochran’s Rule)에 따르면 모든 셀에서 기대빈도수의 값은 

5보다 커야 핚다. 또 다른 학자의 규칙에 따르면 20% 이내의 셀에서 기대빈

도수가 5보다 작아도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핛 수 있다고 핚다. 통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대빈도수가 2보다 작은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핚다. 기대빈도수가 매우 작은 경우에 통계패키지에서는 여러 경고 

메시지가 제시된다. 

이러핚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인접핚 행과 열을 서로 합쳐서 기대빈도수를 

크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핛 수도 있다. 





(1) 우도비(Likelihood Ratio)  

표본이 작은(30개 미만인) 경우 사용. 로그선형분석에서 이용. 

(2) Fisher의 정확핚 검정(Fisher’s Exact Test) 

각 셀들 중 기대도수가 5미만인 것이 있을 경우 사용. 다른 통계량은 모두 근사적 통계

량인 반면, 이는 표본이 30개 미만인 경우도 초기하분포를 이용하여 정확핚 검정을 핛 

수 있음.  

(3) 선형 대 선형(Linear-by-Linear Association)  

두 변수 중 핚 변수가 서열척도임을 고려하는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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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Weight Group 



Table. Cross-tabulation of L-BMD Status by BMI Group 



Table. Mean Comparisons of Each Variable according to 

            L-spine BMD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