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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측정 도구의 요건

측정도구는 기계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하려는 대상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어야 한다. 이 조건에 더하여 사용하기가 쉽고, 휴대가 편리할수록 좋다. 즉 신뢰도

(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실용도(practicality)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김기웅, 

2001; 성태제, 1995). 

(1)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문

제이다. 다르게 말하면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이고 이것을 

간단히 측정의 일관성(consistency)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에는 관찰자신뢰도, 검사

신뢰도, 도구신뢰도가 있다.

검사 신뢰도의 측정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 retest reliability), 동형검사 

신뢰도(alternate-forms reliability), 반분검사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Kuder-Richardson 신뢰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가 있다.

첫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같은 피험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

회에 걸쳐 실시한 후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신뢰도 검사에서는 반복측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검사들이 적합하

다. 그래서 사전 경험이 거의 없는 과제로써 몇 번의 반복으로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과제, 예를 들면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의 근감각을 측정하거나 반응시간을 예측하게 

하는 과제 등이다. 

검사 A

2차 측정

1. ---------------

2. -----------------

3. ----------------

4. -------------

5. -----------------

6. ---------------

상관관계

검사 A

1차 측정

1. ---------------

2. -----------------

3. ----------------

4. -------------

5. -----------------

6. ---------------

<그림 18-1>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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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형검사 신뢰도는 평행검사(parallel-form) 신뢰도라고도 한다. 두 가지의 동형

검사를 같은 피험자 집단에게 실시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신뢰도를 추정

하는 것이다.

동형검사를 제작할 때는 두 개의 검사가 같은 내용을 측정해야 하고, 문항형태, 문항

의 수,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가 동일해야 한다.

검사 A

1. ---------------

2. -----------------

3. ----------------

4. -------------

5. -----------------

6. ---------------

검사 A‘

1. ---------------

2. -----------------

3. ----------------

4. -------------

5. -----------------

6. ---------------

상관관계

<그림 18-2> 동형검사 신뢰도 모형

셋째, 반분검사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라고 한

다. 이것은 하나의 검사를 두개의 동형검사로 나누어 두 개 검사점수간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검사를 반분하는 방법으로는 짝수 번과 홀수 번으로 나누는 기우법과 문항순서의 전

과 후로 나누는 전후법, 임의로 분할하는 무작위법과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에 따라

서 반분하는 문항특성에 의한 반분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할 때가 신뢰도가 가

장 높게 추정된다.

검사 A

1. ---------------

2. -----------------

3. ----------------

4. -------------

5. -----------------

6. ---------------

상관관계

<그림 18-3> 반분검사 신뢰도 모형

넷째, Kuder-Richardson 신뢰도는 1937년에 Kuder과 Richardson이 만든 것으로 검

사를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문항들의 

분산과 공분산을 사용하여 문항들 간 측정의 일관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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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A

1. ---------------

2. -----------------

3. ----------------

4. -------------

5. -----------------

6. ---------------

합계

상관관계

<그림 18-4> Kuder-Richardson 신뢰도와 Cronbach의 α 모형

다섯째,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는 1951년에 Cronbach이 주장한 것으로 검사

를 양분하지 않고 문항점수의 분산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Kuder-Richardson 신뢰도나 Cronbach의 α 모두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해당

한다. 간단히 말하면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누가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한 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2) 타당도(validity)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했던 변인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달리 말

하면 검사점수가 원래 검사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가의 문제이며 간단히 말해서 검사

목적에 따른 검사도구의 적합성을 말한다. 타당도에는 크게 논리적 타당도(logical val-

idity)와 경험적 타당도가 있고 경험적 타당도에는 다시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있다(김기웅, 2001; 

성태제, 1995).

첫째, 논리적 타당도를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관적인 타당도이다. 유사

한 개념으로 타당성의 정도를 일반인이 평가하는 방법인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가 

있다.

둘째, 경험적 타당도 중에서 예언타당도는 검사점수가 미래의 행위를 얼마나 잘 예측

하는가의 문제로써 제작된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미래 어떤 행위-검사에서 특정한 내

용과 관련된 행동-와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추정된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검사 결과

가 미래의 현상을 잘 예측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수학능력검사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논술능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하였을 때 이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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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에 타당성이 확인된 검사와의 유사성으로 타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새 검사에 의한 점수와 준거점수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존 검사점수와의 상관계

수에 의해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구인타당도가 있다. 여기에서 구인(構因)(construct)이란  심리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조작적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구인에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검사

를 하였을 때 이 검사가 해당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서 검사가 어떤 심리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3) 실용도(practicality)

실용(實用)이란 ‘실제로 쓰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측정도구가 실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 사용

되는 많은 측정 도구들은 이러한 실용성을 많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적절한 도구를 만들 수 없거나 별다른 대안적 측

정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지의 경우 외국에서 검증이 되었더라도 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

가 따른다. 검사의 하위척도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번역상의 

문제로 인하여 원검사가 전하고자 하는 문항의 의미를 잘 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외국의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자재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술공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변형

을 시키지 못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료취

득 순간까지 언제, 어떻게 오염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으므로 많은 오염효과

를 제거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체육학 분야에서도 측정도구의 실용성을 얻기 까지는 

학제적인 차원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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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자료의 분석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발견과 일반화이다. 우선은 측정된 자료의 일

반경향을 알기 위해서 인데 이는 얻어진 자료를 단순히 기술하거나 묘사하여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료의 시간, 처치, 수준에 따른 변화의 패턴으

로 파악하는 질적 분석만으로는 안되고 왜 통계분석을 해야 하는가? 

바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단히 말해서 통계분석을 하는 이유는 주

관적인 판단을 피하고 객관적인 근거에서 자료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석의 목적이 던

져진 문제에 대한 답(결론)을 추론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 얻어진 자료의 결과를 일반

화(generalization)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로 분석을 해야 한

다.

측정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수치화된 자료를 얻게 된다. 이런 측정치의 형태는 크게 

4가지이다. 있는 그대로의 점수인 원점수(raw score)의 형태, 상대적인 점수인 백분위

점수(percentile)의 형태, 지능점수와 같은 표준점수(standard score)의 형태, 그리고 미

리 만들어 놓은 표준점수척인 규준(norm)의 형태가 있다.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측정치의 성질인 척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정

량적 자료 또는 질적 자료일 경우는 명명척도나 서열척도일 것이므로 비모수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정량적 자료 또는 양적 자료일 경우

는 동간척도나 비율척도일 것이므로 모수통계(parametric statistics)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비모수통계 기법은 주로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의 자료에 대한 통계적 추론에 이용하

고, 모수통계 기법은 모든 양적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의 측정치인 추정치 또는 통계치

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치를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기법은 주로 

모수통계 기법이다(강병서, 1999).

앞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 분석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기술통계학적 분석은 

관찰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서술하려는 통계, 즉 얻은 결과를 그 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들에 적용시키지 않고 단순히 해석의 의미로만 국한시키려는 통계이다. 그러므로 

이 분석을 통해서는 모집단의 속성을 예견할 수 없다. 기술통계로는 대표치와 변산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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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표치는 얻어진 자료가 어떤 특정 값으로 몰리는 현상인 중심경향(central 

tendency) 또는 집중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중심경향치(measure of central ten-

dency) 또는 집중경향치란 중심경향을 나타내는 값, 즉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여기

에는 최빈치(mode), 중앙치(median), 평균(mean)이 있다. 최빈치는 말 그대고 가장 많

은 횟수로 나온 값이고, 중앙치는 가장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배열하였을 때 중앙에 

오는 값으로 주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치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평균(mean)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치이고, 이것은 전체 자료 값을 더한 

후 사례수로 나눈 값이다.

둘째, 변산치를 분산도(variation)라고 하며 이는 모든 자료의 흩어진 정도, 즉 다양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변산치에는 자료의 최저 값과 최고 값까지의 범위(range), 

중앙치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도인 사분위편차(quartile deviation)(Q)와 표준편차(stan-

dard deviation)(SD) 등이 있다. 여기에서 편차(deviation)란 각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

어진 정도를 말하며 이런 편차들의 평균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라고 한다. 모

수치로는 ®�, 통계치로는 s�로 표기한다.

추리통계 분석은 표본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추출된 모집단의 현상이

나 특징을 추정, 예견,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인 통계로서 우선은 자료수집에 신중을 기

해야 한다. 다음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기법

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추리통계는 측정자료의 통계적 가정 만족여부에 따라서, 그

리고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모수통계(parametric statistics)와 비

모수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로 구분된다. 두 가지 통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

인가는 각각의 통계가 가정하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19-1>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의 가정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

자료의 분포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예) 정상인의 학업능력

편포(skewed distribution)

(예) 정신지체아의 학업능력

분산성 동질성(homogeneity) ; 표준편차 이질성(heterogeneity)

자료의 성질 동간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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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정인 모집단의 분포형태와 두 번째 가정인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알기 위

해서 먼저 사분위 편차의 개념을 먼저 숙지하자. 사분위 편차(quartile deviation)인 Q2

는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도이다.

또한 사분위간 범위(interquartile range)는 제 3사분위수(Q3)와 제 1사분위수(Q1)의 

차이며 사분위간 범위가 길면 흩어진 분포이고, 짧으면 밀집된 분포이다. 사분위간 범

위가 흩어졌다는 것은 자료 간에 서로 이질적(heterogeneous)이라는 것이고, 밀집되었

다는 것은 자료 간에 서로 동질적(homogeneous)이라는 것이다.

다음 그림의 정적 편포 곡선을 보면 분산은 a 곡선보다 b 곡선에서 더 크다. 그러므

로 a 곡선과 같은 분포를 구성하는 자료 간에는 동질적이며 b 곡선과 같은 분포를 구성

하는 자료 간에는 이질적인 것이다.

b

a

Q1�                              Q2�                              Q3��

Q1�                                  Q3��

<그림 19-1> 분산도에 따른 분표의 형태(a와 b)

그리고 자료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룬다는 것은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편포에는 부적편포(negative distribution)와 정적편포(positive distribution)가 있는데 

부적편포는     을 만족하고, 정적편포는      을 만족한

다.

Q1�                           Q2�                           Q3��

Q1�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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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그림 19-2> 정규분포곡선(위), 부적 편포곡선(가운데), 

정적 편포곡선(아래)

세 번째의 가정은 측정치의 성질에 관한 것으로 척도가 어떤 성질의 척도인가의 문

제이다.

이상의 분석의 목적과 3가지 가정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분석을 모수통계로 

할 것인지 비모수통계로 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변인의 수와 자료의 성질에 따라 통계 방법을 간단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동간척도 서열척도 명명척도

1개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동

간

척

도

0개 요인분석

1개 상관분석(r) 중다상관분석(R2) ANOVA(t-test) ANOVA

2개 이상 *MMR *canonical R MANOVA MANOVA

서

열

척

도

0개 W

1개 *Spearmanρ
*Kendallτ

*Sign test
*Median test

*U-test 
*Kruskal-

W allis test

Friedman 
Two-W ay 
ANOVA

명

명

척

도

0개 Chi-Square

1개 ANOVA MANOVA

*Sign test
*Median test

*U-test *Kruskal-
W allis test

*Phi Coeff(φ)
*Fisher exact test 

*Chi-Square

2개 이상 ANOVA MANOVA Friedman Two-W ay
ANOVA

   ANOVA : analysis of variance
   MANOVA :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COVA : analysis of covariance
   MMR :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그림 19-3> 변인의 수와 자료의 성질에 따른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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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체육학 분야의 대부분의 실험연구는 독립변인이 명명척도이고, 종속변

인이 동간척도이므로 종속변인의 수에 따라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ANOVA)이

나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형실험설계에서 독립변인의 수에 따른 실험설계와 통계방법을 

원자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그리고 변량분석 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해석하는지 

알아보자.

또한 실험 또는 조사를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분석까지 한 후에 나온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에 저지를 수 있는 오류(errors)에는 4가지 형태가 있다.

1종 오류(TypeⅠ error)는 영가설이 진일 때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며 α로 표기한

다. α의 수준은 유의수준이며 이것은 연구자의 판단이 오판일 확률을 말한다. 2종 오류

(TypeⅡ error)는 영가설이 거짓일 때 영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로 β로 표기한다. 1-β는 

영가설이 진일 때 영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인 α와 같다. 3종 오류(TypeⅢ error)는 실험

설계에 맞지 않는 통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4종 오류(TypeⅣ error)는 통계기법은 

옳지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이다(성태제, 2000; 엄한주, 2000; Vincen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