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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결혼식, 어떤 친구가 축의금을 많이 낼까?
오아람, 윤나경, 조준범

대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014년 6월에 있었던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의 액수가 같은 20대지만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축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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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모두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초,중,고,대학교의 확률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P-값은 0.001이다. 이는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우정기간에 따른 축의금
에는 산포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P-값은 0.003이다. 이는 유의수
준 0.05보다 작으므로 우정기간에 따른 축
의금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모두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일반 예식장과 호텔 예식장의 확
률도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분석결과, P-값은 0.527이다. 이는 유의수
준 0.05보다 크므로 예식장 수준에 따른
축의금에는 산포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P-값은 0.523이다. 이는 유의수
준 0.05보다 크므로 예식장 수준에 따른
축의금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상관계수는 r>0.7이면 강한 상관관계이며,
0.4≤r≤0.7이면 약한 상관관계이며,
r<0.4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Pearson 상관계수는 0.686이므
로 월급과 축의금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월급에 따른 축의금의 상관관계는 응답자의
월급이 많을수록 축의금에 비례하여 증가함
을 알 수 있으므로, 월급과 축의금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정기간에 따른 축의금의 평균은 초등학
교>대학교>초등학교>중학교순이며, 
산포는 초등학교 친구들의 축의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대학교
친구들의 축의금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예식장 수준에 따른 축의금의 평균과 분산
은 일반 예식장과 호텔 예식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예식장 수준에 따라
축의금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녀에 따른 축의금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보면 1분위수,3분위수 그리고 평균은 남자
가 상대적으로 여자가 낸 축의금에 비해
높은 반면에, 데이터의 산포는 여자가
큰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P-값은 0.976이다. 이는 유의수
준 0.05보다 크므로 남녀의 축의금에는 산
포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P-값은 0.004이다. 이는 유의수
준 0.05보다 작으므로 남녀의 축의금간 평
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축의금을 11,530원
더 낸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800명중 20대의 비율은 37.5%로
약 300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남녀의
비율은 55.7% 대 44.3%로 남자가 167명
여자가 133명 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월급, 성별, 신랑측 또는 신부측과의 우정
기간, 그들이 방문한 예식장 수준에 따라
낸 축의금의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자료 특성

즉, 고등학교 친구들의 평균 축의금은
62,87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친구
들의 평균 축의금은 45,920원으로 가장 적
었음

즉, 일반 예식장이나 호텔 예식장에서 내
는 축의금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조사 수행의 Gantt Chart

처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호텔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일반 예식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축의금을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통계 분석 결과, 호텔과 일반 예식장의 축의금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남녀간 축의금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11,590원 더 많은 축의금을 내는 것으로 보였다.
우정기간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은 축의금을 내었으며, 평균 62,870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친구들이 평균 45,920원으로 가장 적은 축의금을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은 월급 및 용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축의금을 많이 내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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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P-값이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확률도는 정규분
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는 깨닮을을 얻게 되었다.
첫째, 나의 결혼식의 축의금을 많이 얻으려면 다른 친구들 보다는
대학교친구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남자가 여자에 비해 축의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여러 이유를 들며 축의금을 결정하고, 남자는 의!리!를
중시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전반적인 통계 분석 결과 주관적 견해

주제선정 및 수행계획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호텔과 일반 예식장을 임의로 3개씩 선정하여
2014년 7월 14일~ 7월 26일간 총 3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며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대상은 20대인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림 2> 설문조사지 <그림 3> 설문 조사 결과

수행방법

통계분석

즉, 고등학교 친구들의 평균 축의금은
62,87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친구
들의 평균 축의금은 45,920원으로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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