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61

15장. 피험자 선발

체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대상은 대부분이 사람이다. 그러나 운동생리학 등의 분야에

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몇 가

지 용어를 정리해 보자. 

표집

표본

모집단

<그림 15-1> 모집단, 표본, 표집

첫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를 모집단(popula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모집단이 국내의 모든 중학생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수치(parameter)라고 하며 모

집단의 평균은 뮤( �̈), 표준편차는 시그마(®�)로 표시한다. 

둘째, 모집단을 대표하여 추출된 대상을 표본(sample)이라 하며 표본의 속성을 추정

치(estimate) 또는 통계치(statistic)라고 하고 표본의 평균은 X��, 표준편차는 s�로 표기한

다. 

셋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sampling)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의 단위가 학생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학

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출시의 단위를  표집단위(sampling unit)라 하고, 학생 이

름이나 학과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문서 또는 책을  표집틀(sampling frame) 또는 

표집목록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집비율(sampling fraction), 표집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차인 표집오차(sampling error), 표본의 사례 수를 표본크기(sample 

size)라고 한다(성태제, 2000).

측정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무선표집(random sampling)과 유의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선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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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같은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난수표를 이용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다. 

둘째, 유의적 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여기에는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지역표집(area sampling) 등이 

있다. 층화표집은 모집단 안에 비슷한 성질의 하위 집단들이 있다고 가정한 후에 각 

하위 집단에서 무선표집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 100명을 추출하려고 

할 때 우선 10개의 단과대학 안에서 10명씩을 무선표집하는 것이다. 집락표집은 덩어

리표집 또는 군집표집이라고 하며 표집의 단위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집단인 경우이

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이 40명인 초등학교에서 400명을 선발하고자 할 때 표집의 단위

를 학급으로 하여 10개 학습만 선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선발의 단위를 지역으

로 하는 것이 지역표집이다.

그렇다면 연구를 위한 대상인원수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실험연구

의 경우는 한 집단에 8명, 10명, 15명, 30명 정도가 적합하나 보통은 15~20명이 참여한

다. 실험연구에서의 표집은 10%의 손실을 예상하고 이루어진다. 

상관연구의 경우는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회조사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100

명 이상이나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모집단의 크기, 분

석하는 변인의 수, 자료수집 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의 손실을 예상하고 연구

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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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측   정

무엇인가를 측정(measurement)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대상을 수치화하기 위한 

것이다. Thorndike(1918)는 측정이란 사물의 성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하였고, 존재하는 것은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계속하여 측정의 개념을 Stevens (1946)는 규칙에 의하여 사물이나 사건에 수를 할

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Hopkins, Stanley와 Hopkins(1990)는 사물을 구별하는 과정이

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측정이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여하거나,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성태제, 1995).

그렇다면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론적인 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길이, 무게 등은 측정 도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고, 개념적인 것인 학력, 적성, 성격, 불안, 태도, 수행, 흥미 등의 인간이 지니는 

내재적인 면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 설문지,  관찰법, 면접 등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실험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측정하

고, 상관연구에서는 예측변인(독립변인)과 준거변인(종속변인) 모두를 측정하다.

무엇인가를 측정할 때의 자의 단위를 척도(scale)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척도는 사물

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측정의 단위이며 변인의 성질에 따라서 단위의 척도가 달

라진다. 변인이 영역적 또는 비연속적일 때는 명명 척도(nominal scale)가 되고, 변인이 

연속적인 성질을 가질 때는 서열 척도(ordinal scale), 동간 척도(interval scale), 비율 척

도(ratio scale)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4가지 척도는 4가지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체성(identity), 수적인 크기(magnitude), 동일한 간격(equal intervals), 절대영

점(absolute zero). 

<표 16-1> 척도의 구분

속 성 예

명명척도 정체성 성별, 인종, 색깔

서열척도 정체성, 양화 성적, 계급

동간척도 정체성, 양화, 등간격 온도, 학업성취점수

비율척도 정체성, 양화, 등간격, 절대영점 무게, 길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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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명 척도는 사물을 구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척도로써 사물마다 각각

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람의 이름이며 다른 예로는 남

과 여,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 종교, 인종, 색 등으로 측정치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정체성이 있으나) 양화 할 수 없는 질적인 성질을 갖는다. 사람을 성별로만 나

타낸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남과 여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로, 

저 사람은 여자로 구분하는 것 또한 측정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숙지하길 바란다. 그러

나 숫자 자체가 명명 척도를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를 코드화(coding)할 때, 

남자를 1로 하고, 여자를 2로 하는 것이다. 

둘째, 서열 척도는 사물이나 사람의 상대적 서열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 성적

의 등위라든가, 경기기록의 순서 등이 그 예이다. 측정치로 측정대상을 구별할 수 있고

(정체성이 있고), 수적으로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나 서열간의 간격은 같지 않으므로 

측정 단위의 간격 간에 동간성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의 기록에

서 피험자 A는 12.35초, 피험자 B는 14.42초, 피험자 C는 15.11초일 경우, 피험자 A가 

1등, 피험자 B가 2등, 피험자 C가 3등이지만 1등과 2등의 간격(2.07초)과 2등과 3등의 

간격(0.69초)이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셋째, 동간 척도는 측정 단위의 간격이 동일한 차이를 가지는 단위이다. 그리고 실험

에서의 종속변인은 대체로 동간 척도이다. 이것은 수치화 할 수 있고, 단위간의 간격이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분절 간의 각도라든가, 검사지의 점수, 온도계의 온도 

등이다. 온도가 20℃와 40℃의 차이는 50℃와 70℃의 차이와 동일한 동간성이 유지된

다. 그러나 0℃라는 것은 온도가 없다는 절대 영의 개념이 아니라 척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양화된 수치이다.

넷째, 비율 척도는 구분가능하고, 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수치 간에 동간성이 유지되며 

절대 영점이 있는 성질의 척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길이나 무게, 칼로리 등이다. 어떤 

물체의 길이가 0cm라는 것은 길이가 없다는, 즉 0이라는 값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므로 비율척도에 해당된다.

이상의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의 구분에 따라서 이후에 나올 통

계기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꼭 숙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태도, 판단, 지각의 측정시 문항에 제시된 선택 수에 따라 5점 척도인 Likert 척

도와 Thurstone 척도가 있고 의미가 다른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를 양 극단에 놓고 

피험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7점 척도의 의미변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가 있다

(Osgood, Suci와 Tannenbaum, 1957).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놓고 평가하는 질문지가 

있을 때 그 의미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체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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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다                                차다

<그림 16-1> 의미변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답안형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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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측정 도구

이제 무엇인가 측정해야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것인지를 생각

해야 한다. 측정하는 도구는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키를 측정하려면 신장계를,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체중계가 있어야 하고, 시간을 측정하

려면 초시계가 있으면 되고, 각도를 측정하려면 각도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정해진 

측정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측정도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설문지(questionnaire)

피험자의 지식, 정보, 가치관, 기호, 태도, 신념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한다면 설문지

가 필요하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적, 시대적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제에 관

계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조직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얻어내

는 과정으로 의식조사나 신문사 및 방송국에서 행하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엄

한주, 2000). 

설문지는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에게 물어봄

으로써 자료를 얻게 되는 자기보고식 접근(self-report approach) 방법이다. 이 경우에

는 피험자의 협조와 피험자의 진실된 대답이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

각하거나 당위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설문지를 제작하려면 우선 측정변인을 구체화하여 질문할 내용, 알고자 하는 대상변

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변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문항을 제작하

면 된다. 문항을 만들 때는 전문용어(jargon)나 약어 등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고, 의미

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 문항에 한 가지 뜻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

○와 □□’, ‘그리고’ 등의 형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가끔’, ‘자주’ 등과 같은 정도

와 빈도를 강조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연구자의 임의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과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험자 개인에 대한 너무 상세한 정보를 요

구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의 문항은 적합하지 않다(엄한주, 2000). 또한 도덕‧윤
리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의 경우는 피험자가 거짓 반응을 할 확률이 커진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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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노약자가 탑승하면 양보하는가?’라는 질문의 경우 실제로 피험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피험자는 ‘그렇다’라고 반응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요구를 사회적 기대부응(social desir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것을 묻는 질문은 피하고 진실된 반응을 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질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질문의 형태는 진실을 가장 잘 알아낼 수 있

는 형태이어야 한다. 질문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 첫째, 직접질문(direct question)과 간

접질문(indirect question)이 있다. 응답자의 연령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직접 질문

과 간접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간접 질문

 직접 질문 귀하의 생년월일은?

귀하는 몇 학번입니까?

또는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습니까?

<그림 17-1>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

둘째, 구체적 질문(specific question)과 비구체적 질문(non-specific question)에서는 

질문이 요구하는 답의 세밀성으로 구분된다.

비구체적

질문

 구체적
질문

귀하께서는 어떤 종목의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

니까? 참여종목을 모두 써주세요. ( )

귀하께서는 어떤 종목에든지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그림 17-2> 구체적 질문과 비구체적 질문

셋째, 사실 질문(fact)과 의견 질문(opinion)에서 사실질문은 피험자의 객관적인 사실

적 사항을 묻는 것이고, 의견 질문은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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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질문

 사실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

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그림 17-3> 사실 질문과 의견 질문

넷째, 서술형 질문(statement)과 질문형 질문(question)에서는 질문의 문장이 서술형

(.)인가 의문형(?)인가의 차이이다. 

질문형 질문

서술형 질문 나는 ( )년 ( )월 ( )일 생이다.

당신의 생년월일은?

<그림 17-4> 서술형 질문과 질문형 질문

다섯째, 사전결정질문(predetermined question)과 반응촉발질문(response-keyed 

question)이 있다. 사전결정형 질문은 모든 문항을 순서대로 응답하게 하는 것이며 반

응촉발질문은 해당 답에 대해서만 답하게 하며 해당 없는 몇 가지의 질문을 건너뛰는 

경우로 이럴 때에는 ‘3번에 답한 사람은 10번 문항으로 가시오.’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

반응촉발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

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아니오’에 답하신 분은 ‘7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 17-5> 반응촉발 질문

질문에도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듯이 응답에도 형태가 있으므로 질문에 맞는 적절한 

응답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응답형태를 결정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원하는 데이터(data)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궁극적으로 얻고

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이 명명, 동간, 서열척도의 점수인지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이후에 가서 분석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동간점수의 종속

변인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 응답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융통

성(response flexi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그랬을 때 구조화된 반응으로 할 것인지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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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된 반응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피험자가 응답에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반응편향가능성이라고 하며 연구자의 의도

된 결과를 얻기 위한 주관적 생각이 많이 개입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다음

으로는 실제로 자료를 취득하기 편하며, 쉬운 응답형태인지를 고려하고, 응답에 걸리는 

소요시간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응답의 형태는 크게 비구조화된 반응(unstructured response)과 구조화된 반응

(structured response)이 있다. 비구조화된 반응의 응답은 질문자체가 한정된 답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의 제한이 없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일 경우에 사용

한다. 이런 질문 자체가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면서 융통성이 많은 질문이다. 구조화된 

반응에는 세부적으로 괄호 넣기 반응(fill-in response), 도표형 반응(tabular response), 

척도형 반응(scaled response), 등위반응(ranking response), 체크리스트 반응(checklist 

response), 영역적 반응(categorical response)이 있다.

첫째, 괄호 넣기 반응은 서술형 질문형태에서 나온 작성방법이다.

괄호 넣기

반응
나는 ( )년 ( )월 ( )일 생이다.

<그림 17-6> 괄호 넣기 반응

둘째, 도표형 반응(tabular response)은 괄호 넣기 반응이나 척도형 반응을 조직화한 

것으로 2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도표형 반응

당신의 현재 학력수준과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졸

고졸 ∨

대졸

<그림 17-7> 도표형 반응

셋째, 척도형 반응은 해당 정도에 따라 정해진 척도에 피험자가 기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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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형 반응

5점 척도 ; 만족도, 빈도, 동의

매우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보통불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그림 17-8> 척도형 반응

넷째, 등위반응은 여러 가지의 답을 가지고 피험자가 순위를 매겨서 나열하는 것이

다. 다섯째, 체크리스트 반응은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문항에서 나오는 4지선다, 5지선

다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영역적 반응은 예・아니오 또는 ○․X 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7-1> 반응형태에 따른 장․단점과 자료 형태

반응형태 자료형태 장 점 단 점

괄호 넣기 반응 명명적
덜 편향적;

반응융통성

점수화하기

어렵다.

척도형 반응 동간적 점수화하기 쉽다.
시간 소비적;

편향적일 수 있다.

등위반응 서열적 강한 변별력 완성하기 어렵다.

체크리스트반응,

영역적 반응
명명적 반응하기 쉽다.

적은 자료를 갖게 되고

선택이 너무 적다.

이상의 과정으로 문항과 응답 형태를 완성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문항을 

선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다 더 완성된 좋은 설문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질문자체, 문항형태와 응답형태를 점검해보고 수정

한 후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설문지

의 겉표지에는 조사기관을 알리고, 조사의 목적과 연구자의 인사말 등을 넣게 된다. 이

것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71

여성의 생활체육참여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에 관한 조사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체육과학대학 보건체육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 02) 360-2557, 3256

ID

__________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 여성의 신체상과 신체적 자아와의 관계에 대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

으로 작성되며,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에 없습니다. 바쁘신 생활 가운데 여러분께 어려

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본 연구를 위하여 여

러분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

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소

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가능하신 한 보조연구원에게 직접 표기하신 설문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6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자 ○○○ 올림

<그림 17-9> 설문지 겉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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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사

측정도구의 두 번째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에서 사용하는 검사를 보자. 검사란 간단

히 말해서 간접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이며 일반적으로 지필 검사(paper and 

pencil test)가 쓰인다. 비가시적인 변인들인 불안(anxiety), 자신감(confidence) 등과 같

은 심리적 개념(psychological construct)을 측정하고 싶다면 각각에 해당되는 검사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 개발 과정은 심리측정(psychological measurement)을 위한 도구개발 과정이며 

이는 개인의 행동을 특징짓는 성질인 심리적 특성을 수량화하는 과정이다(Nunnaly, 

1970). 검사 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심리 측정론 또는 계량 심리

(psychometrics)라고 하는데 이는 행동, 능력, 태도, 신념, 가치관, 적성, 성격, 불안, 사회

적 현상 등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개념(construct 또는 phenomena)을 측정하고 분석

하는 학문이다(엄한주, 1996). 여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가설적 변인

(hypothetical variable)이라고도 한다. 검사는 여러 가지의 문항(item) 또는 변인

(variable)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제작과정에 근거해서 보면 문항들은 하위척도

(subscale) 또는 개념(concept)으로 묶이고 하위척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묶인다.

잠재변인

하위척도 하위척도 하위척도

문항문항 문항문항문항 문항 문항문항 문항

<그림 17-10> 검사지의 구성도

예를 들어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시합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경쟁불안을 측정

하고자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 Martens, Burton, Vealey, Bump과 Smith(1982, 

June)가 제작한 경쟁상태불안검사-Ⅱ(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Ⅱ)(CSAI-

Ⅱ)에서는 잠재변인이 바로 경쟁상태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이고, 경쟁상태불

안은 3가지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져있다; 신체적 상태불안(somatic state anxiety), 인지

적 상태불안(cognitive state anxiety),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전체가 27문항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3가지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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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로는 피험자의 신체적 상태불안 정도, 인지적 상태불안의 정도, 자신감의 정도

를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쟁상태불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검사는 크게 표준화검사(standardized test)와 연구자 제작 검사(researcher-made 

test)로 나뉜다. 표준화 검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피험자를 표집하여 동일한 지시와 

절차에 의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객관적 채점방법에 의하여 규준(norm)이 만들어진 검

사이다. 여기에서 규준이란 원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집단을 대표하

는 표본에서 얻은 점수를 기초로 만들어진 자이다. 

연구자 제작 검사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

변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검사의 문항을 제작하고, 세 번째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얻는다. 다음에는 설문지 제작에서처럼 계속적인 수정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완전한 검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검사의 제작 과정은 각 단계에서 많은 절차와 엄격

한 판단을 요구하며 또한 복잡한 통계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3) 관찰기록도구(observation recording device)

관찰기록 도구는 관찰연구에서의 행동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도구이다. 관찰기록지를 

구분하자면 연구자가 직접 보고 체크하는 형식에 따라 평정척(rating scale)과 부호체계

(coding system)로 구분한다. 평정척은 체크리스트(checklist)라고도 하며 관찰대상의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을 3점, 5점, 7점, 또는 9점 척도 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호체계의 대표적인 예는 경기기록지이다.

또한 중심이 되는 관찰체계에 따라 사건중심(event-based) 관찰체계와 시간중심

(time-based) 관찰체계로 나눈다(Tawney 등, 1984). 첫째, 사건중심 관찰체계는 대상 

표적행동(target behavior)이 일어난 횟수와 표적행동이 지속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선 표적행동의 횟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正 또는 과 같은 항목

자료(tally data)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프로그램이 자

폐아동의 특정행동을 감소시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손뼉을 치는 자폐아동

을 관찰하기로 하고 매 운동시간 중에 손뼉을 칠 때마다 체크를 한다. 표적행동의 횟수

를 기록하려면 시작과 끝이 분명한(discrete) 행동을 측정할 때 적합하지만 눈 깜빡임과 

같은 발생횟수가 많은 행동과 책읽기와 같은 지속기간이 긴 행동을 측정하는 데는 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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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찰 기 록 지

관 찰 자 :

관찰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 )

관찰장소 :

표적행동 :

표적행동발생횟수 : 총 _______ 회

<그림 17-11> 사건중심 관찰지 예

비교적 지속시간이 긴 표적행동을 측정하려면  표적행동의 횟수보다는 지속시간

(duration)을 기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운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후 아동의 수업시간에 매

번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그 행동이 비교적 길게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시간중심 관찰체계는 인터벌 기록(interval recording)이라고도 하며 정해진 시

간 경과 후에 표적행동의 발생여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인터벌 간격 중에 잠

깐이라도 표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기록하는 부분 인터벌 체계(partial interval system)

와 인터벌 중 계속해서 표적행동이 끝나지 않고 나타났을 때 기록하는 전체인터벌체계

(whole interval system), 그리고 인터벌 끝 순간에 표적행동이 관찰되었을 때 기록하는 

순간시간 표집(momentary time sampling)이 있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 중에 중학생의 

산만한 행동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피험자를 정한 후 해당 체육시간 45분 동안 5분 간

격마다 산만한 행동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다. 관찰기간을 

언제로 하고, 체크할 시간간격을 몇 분마다 할 것인지는 표적행동의 특성을 잘 아는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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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간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발생여부

관 찰 기 록 지

관 찰 자 :

관찰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 )

관찰장소 :

표적행동 :

해당 시간에 표적행동의 발생여부 : 총 _______ 회

<그림 17-12> 시간중심 관찰지 예

이상의 관찰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측정하려는 표적행동의 특성과 관찰할 상

황을 잘 고려해서 연구자가 선택해야 하고, 이에 맞는 관찰기록지를 구성할 수 있다.

(4) 기자재(mechanical measuring device) 

체육학 연구 분야에서는 많은 기자재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기자재

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알고 싶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연구에

서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해당 기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재는 주로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여

기에서는 심리운동 변인(psychomotor variables)을 측정하는 기자재, 운동학적 변인

(kinematic variables)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자재, 그리고 운동역학적 변인(kinetic 

variables)을 측정하는 기자재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심리운동 변인(pyschomotor variables)을 측정하는 기자재

스포츠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심리운동 변인과 이러한 변인을 측정하는 기자재

는 다음과 같다. 운동지각(motor perception)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근감각측정계

(kinesthesiometer)나 악력계(hand dynamometer)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근감각

측정계는 어느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한 후에 피험자가 자신의 감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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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악력계는 근력(strength)을 측정하는 기자재로써 최

대 악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되지만 근지각력을 측정하는 데에서도 이용될 수 있

다.

신체 전체의 평형성(balance)을 측정하려면 평형측정기(stabilometer, stability plat-

form)를 이용하면 된다. 이것은 대부분 스포츠 기술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평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평형성은 잡는 위치, 변화하는 방향, 출발, 

멈춤, 물체추적(목표추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극히 필요한 요소로서 이 기자재

를 통해서 균형 또는 불균형 동안의 시간과 회수를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다. 

소근운동숙련도(fine motor dexterity) 는 홈이 파인 판에 작은 못을 꽂는 펙보드검사

(pegboard test)로 측정한다. 운동반응시간(motor reaction time)은 반응시간/운동시간 

타이머(reaction/ movement timer)로 측정하는데 반응부위가 발일 경우에는 발스위치

패드(foot switchpad)를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예측시간(anticipation time)을 측정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예측타이머

(anticipation timer)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자재가 배신예측타이머(Bassin anticipation 

timer)인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주립공예대학교(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의 Stanley Bassin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기기는 피험자의 역동적 시각 활동(dynamic visual activity)을 검사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예측하는 실제 상황을 실험실 상황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 기자재를 사용하면 주로(runway)의 끝에 있는 표적 전구(target lamp)에 빛이 도달

하는 것과 동시에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주로의 맨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늦거나 빠른 정도의 오차가 1/1,000초 단위로 표시된다. 

이외에도 눈-손 협응력(eye-hand coordinat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회전 이동표적 

추적기(pursuit rotor) 등이 있다. 회전 이동표적 추적기는 눈-손 운동지각능력과 운동

학습을 연구하기 위한 기자재이다. 회전하는 판에 목표점을 정해주고 스타일러스를 든 

피험자가 목표점을 추적하는 것으로 목표점에 닿은 시간과 횟수를 동시에 측정해낼 수 

있다. 

② 운동학적 변인(kinematic variables)을 측정하는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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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kinematics)이란 공간 내에서의 특정한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정량

적으로 기술하여 물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체육학과 관련된 운동학

적 변인으로는 신체 전체나 신체 분절의 반응시간(reaction time), 운동지속시간

(duration time), 변위(displacement), 속도(velocity), 가속도(acceleration), 관절에서의 

각속도(angular velocity), 각가속도(angular acceler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운동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영상촬영법(cinematography), 전위차계(potentiometers), 

가속도계(accelerators), 반응시간 측정계(reaction timer) 등이다.

이러한 운동학적 변인의 자료를 취득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영

상촬영법을 이용한 동작 분석기(motion analyser)이다. 동작 분석(motion analysis)이란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으로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의 동작 상

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분석방법이다(권영후, 1994). 예를 들어 동작 중 신체의 무게중

심 또는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COG)의 변위를 알고 싶다면 영상을 통해서 신체의 

무게중심을 계산하게 된다. 즉 무게중심은 물체의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된 가상의 점으

로 인체의 무게중심이란 각 분절 중심의 가중된 평균값(weighted average)으로 인간이 

동작하는 한 이 무게중심은 항상 흔들리는 변인이다. 속도나 가속도 변인은 영상을 통

하여 분절의 움직인 거리와 움직인 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

게 된다.

동작에 대한 3차원 분석을 하려면 영상, 광학, 기계학, 전자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므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운동역학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운동역학적 변인(kinetic variables)을 측정하는 기자재

운동역학(kinetics)이란 동작을 생성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

역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기자재로는 근전도, 지면반력기 등이 있다. 

운동을 위해서 인체가 생성하는 근력(muscular force)을 측정하는 것이 근전도계

(electromyography)(EMG)이고 이것은 근육이 생성하는 활동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주

는 기기이다(백진호, 2001; Winter, 1990). 

그리고 동작 중 인체가 발산하는 힘(force)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자재가 지면반력

기(force platform)이다. 이것은 신체가 발산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이다. 우선은 힘 변환기(force transducers)를 통해서 힘에 대한 전기적 신호를 만든다. 

힘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형태에는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 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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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zoelectric), 광저항(piezoresistive) 등이 있다. 이런 형태의 동일한 원리는 작용된 힘

이 변환기 안에서 스트레인(변형)의 양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스트레인게이지 형태의 

지면반력기는 힘 변환기 안에 있는 측정(calibrated) 금속판 또는 막대(beam)가 힘을 

받을 때 매우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금속판이나 막대에 생기는 기계적인 휨

(mechanical deflection)은 보통 1% 정도의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는 

힘판(force plate)에 가해진 힘에 비례하는 전기적 값을 생산한다. 광전형태의 지면반력

기는 특별한 물질의 결정체 덩어리 안에 있는 원자구조(atomic structure)의 미세한 변

형(deformation)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석영(quartz)은 자연스럽게 발견된 광전 물

질인데 석영의 결정 구조 변형은 표면을 가로지르는 전하량(electric charge)을 바꾼다. 

이때  작용한 힘에 비례하는 신호가 적합한 전자회로(electronics)를 거쳐 전환되는 원

리이다. 마지막으로 광저항(piezoresistive) 형태의 지면반력기는 스트레인게이지 형태

처럼 연결회로의 균형을 깨는 저항변화(change in resistance)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주

로 스트레인게이지 형태의 지면반력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인게이지가 

힘판의 X축, Y축, Z축의 방향으로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지면반력기에 힘을 가하는 동

안 3가지 방향으로의 충격량을 알 수 있게 된다(백진호, 2001; Winter, 1990).

또한 스트레인게이지는 여러 가지로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꼭 생산되어 

나온 기자재만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제작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거리 달리기 출발시 스타트 블럭면에 스트레인 게이지

를 부착하여 선수가 스타트 블럭에 가하는 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체조

의 철봉바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선수가 전‧후 방향으로 회전시 바에 가하는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이트화와 스케이트날 사이에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여 선수가 얼음을 지칠 때 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경우 등이다(안병화,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