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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변인의 조작적 정의

실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인을 조작해야 한다. ‘조작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

절 한다’는 뜻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내포된 변인은 연구자가 조작하여 정의를 

내려야 한다. 정의를 내리는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명명적으로 정의

(nominal definition)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와 조건 속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것이

다. 

명명적 정의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는 매일 뉴스의 일기 예보를 통해서 듣고 산다. 

일기 예보 상에서의 용어들은 범위와 조건에 따라 구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일기 예보에서 듣게 되는 바람(풍속)의 강도와 강수량에 대한 표현은 다음에 나오는 

기준으로 말하게 된다.

<표 12-1> 일기 예보에서 바람의 세기에 대한 표현

표현 용어 풍속(최대순간) 비 고

 바람이 매우 약하게 불다 1이하(2이하)m/s ‘매우‘ 생략 가능

 바람이 약하게 불다 2~4(3~7)m/s

 바람이 다소 불다 5~8( 8~12)m/s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다 9~12(13~18)m/s

 바람이 강하게 불다 13~17(19~25)m/s 폭풍주의보 기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다 18이상(26이상)m/s 폭풍경보 기준

<표 12-2> 일기 예보에서 비의 양에 대한 표현

표현 용어 강수량 비 고

비 매우 조금 1mm 미만 ‘매우‘ 생략 가능

비 조금 5mm 미만

비 다소 5~20mm 미만

비 다소 많음 20~80mm 미만

비 많음 80mm 이상 주의보 기준

비 매우 많음 150mm 이상 경보 기준

그래서 일기 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는 측정 가능한 바람의 속력과 비가 내릴 양을 개

념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의든 간에 아무런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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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근거도 없이 연구자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된다.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수학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며 결과분석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수로 표현된 자료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는 17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이 확립된 이후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수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그래서 대상

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수로 표현되는 결과를 얻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Bennet, 2001). 그러므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

는 사람은 변인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conceptual definition)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로 조작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의 정의인가, 아닌가의 구분

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가운데 ‘경쟁불안이 경기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변인인 ‘불안’과 종속변인인 ‘경기수행’을 각각 개념적, 그리고 조작

적으로 정의하여 보자.

<표 12-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의 예

경쟁불안(독립변인) 경기수행(종속변인)

개념적 정의
짜증, 긴장, 흥분 등의 감정을

동반하는 과각성 상태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동작

조작적 정의
평가받는 장 속에 처해졌을 때

나타나는 과각성 상태

100m를 주파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  

과학적 방법에서는 모든 측정치들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유도하고 있으므

로 해당 변인들도 수치화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내려야만 그 변인을 측정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로 변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개념적 정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추상

적이고, 이론적이고, 일반적이고, 관찰, 측정, 양화할 수 없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관찰, 

측정, 양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히 조작화

(operationalization)라고도 한다.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예로 지능(intelligence)을 조작

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지능 지수이다. 지능이라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를 모

든 사람들이 쉽게 그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수치로 지능의 정도를 제시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결과로 나온 지능 지수가 바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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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의든 간에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의일지라도 연구자

마다 다르게 정의내릴 수 있지만, 자신의 연구에서 어떤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근거는 명확하여 타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체

육학에서의 종속변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반응시간(reaction time)(RT)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다.

1850년에 최초로 반응시간을 측정한 Helmholtz는 개구리의 근육에 전기

적인 자극을 주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반응시간이라고

하였다. Botwinick과 Thompson(1966)은 이를 더 세분화하여 자극이 제시

되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의 발화(muscle firing)까지의 시간을 전운

동시간(premotor time)으로, 근육의 발화부터 실제 반응(actual response)까

지의 시간을 운동시간(motor time)으로 하여 이 두 가지를 합한 시간을 반

응시간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Groves(1973)는 수영 출발시 동작을 영상으

로 분석하여 출발 총성부터 최초로 신체동작이 일어난 시간을 반응시간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Schmidt (1999)는 반응시간이란 반응의 잠복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신호가 제시된 후부터 반응개시(동작 시작)까지의 시간

간격이라고 정의하면서 반응시간에는 반응 그 자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고 하였다.

조작적 정의의 특징은 첫째, 관찰(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이는 점수화할 수 있는 기준

을 말한다. 둘째는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실제로 검사를 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셋째, 독특성을 가진 기준이어야 한다. 독특성은 정의의 기준이 얼마나 포괄

적이냐 제한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작적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에는 a 형태(Type a), b 형태(Type b), c 형태(Type c)에 

따른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연구방법에 따라서 원인요소(독립변인과 예측변인)와 결과

요소(종속변인과 준거변인)의 조작적 정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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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조작적 정의의 3가지 형태

a 형태 b 형태 c 형태

기준 관찰가능한 원인
관찰 가능한

행동・기능
관찰 가능한

특성(특징)

성질

조작가능한 원인

조건. 점수화

가능

측정 가능한

행동

측정 가능한

특징

연구/변인
실험연구의

독립변인

실험연구의 종속변인

상관연구의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불안 시험
왔다갔다,

안절부절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이상의 변인에 대한 조작과 그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 분석 

방법 란에서 설명해주면 된다. 학위논문에 실린 예를 들어보자. 이 논문의 제목은 ‘과제

수행 조건에 따른 신체분절의 제어형태’였으며 종속변인인 신체분절의 제어형태를 보

여주는 변인으로 속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조작적인 단위를 신체분절(body segment)로 하였고, 속박

(constraints)의 조작적 정의를 동작생성에 관계되는 신체분절 간의 각도라

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체관절 간 각도의 상관(correlation)은 관절 간 결속

(coupling)과 해제(release)를 나타내는 속박의 정도를 조작화한 개념이다.

속박이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관절간의 결속(coupling)이란 한 관절의 각도

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다른 관절의 각도도 동시에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두 관절간의 상관계수가 1.0에 가까운 것을 말하며, 속박이 약한 정도를 나

타내는 관절간의 해제(release)란 한 관절 각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다

른 관절 각도는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두 관절간의 상관계수가 -1.0

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안문경, 1998).

위의 예에서 속박이라는 변인은 각도를 측정하므로 점수화가 가능했고, 이것은 객관

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속박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을 참고

해서 결속과 해제라는 하위개념을 두었다. 또한 속박은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c 형태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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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변인의 통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 요소를 통제(control)한다는 것은 처치변인을 

조절(manage)하고 통제변인을 규제 또는 고정(fixed)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통제변인의 개입으로 인하여 답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오염효과를 제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 답의 내․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

는 오염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답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위협하는 오염효과

① 선발(selection) 오염효과

선발 오염효과는 각 실험조건(집단)에 할당된 피험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

해서 발생하는 오염효과이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할 때 집단 간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실험집단의 무선화(randomization) 또는 실험집단에 피험자의 무선배정

(random assignment)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제비뽑기나 난수표 등을 이용

하여 무작위로 피험자를 집단에 배정하는 것이다. 

둘째,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지은 후에 집단을 구분하는 연배(連配)기법

(matched-pair technique)이 있고 셋째, 비슷한 집단끼리 짝을 지은 후에 집단을 구분

하는 연군(連群)기법(matched-group technique)이 있다.

A  -  A'
B  -  B'
C  -  C'
D  -  D'
E  -  E'

 A        A'
 B        B'
 C        C'
 D        D'
 E        E'

집단1 집단2

<그림 13-1> 연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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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집단 - A'집단

B집단 - B'집단

C집단 - C'집단

D집단 - D'집단

E집단 - E'집단

 A집단 A'집단
 B집단 B'집단
 C집단 C'집단
 D집단 D'집단
 E집단 E'집단

집단1 집단2

<그림 13-2> 연군기법

넷째, 애초에 무선화를 할 수 없을 경우 모집단을 축소하는 전집제한(limiting the 

population), 다섯째, 오염을 일으킬 피험자의 특성을 중재변인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험자의 연령이나 성의 차이로 인한 오염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령과 

성을 제 2, 제 3의 독립변인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처치 조건마다 동

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실험 설계 명으로 하면 피

험자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라고 한다. 이런 조건을 도입하여 피험자의 차이로

부터 발생하는 선발 오염효과를 방지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독립변인의 처치를 동일한 

피험자가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또는 경험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타당하여야 하며, 동일한 피험자가 각기 다른 실험처치를 반복, 경험했을 때 연습의 효

과나 피로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방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② 역사(history) 오염효과

역사 오염효과는 실험처치를 한 이후부터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사이에 피험자마다 

실험처치 이외의 경험 차이로 생기는 오염효과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험이 

시작된 후 실험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간격을 각 실험집단에 소속된 피험자들이 실험처

치 이외에 각기 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염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이 오염효과를 없애는 방법에는 첫째, 피험자간 경험의 차이를 아예 없애버리는 

제거방법(method of removal)이 있다. 예를 들어 중맹기법(double-blind technique)을 

사용하되 이것은 어느 집단이 실험집단이고 어느 집단이 통제집단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의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험집단과 위약집단

(placebo group)이 있을 때 위약집단에게는 실제 처치시의 모양과 맛은 같지만 성분이 

다른 약을 주는 방법이다(Christensen, 1997; Ray, 1997). 

둘째, 실험시 피험자들에게 경험의 내용과 정도를 똑같이 제공하는, 소위 항상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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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method of constancy)이 있다.

셋째, 대형(對衡) 방법(method of counterbalancing)이 있다. 대형 방법이란 몇 가지

의 처치가 이루어질 때나 피험자가 같은 순서로 처치를 받을 때 발생하는 연쇄효과

(sequencing effects)를 통제하기 위한 기법이다(Christensen, 1997). 대형 방법에는 더 

세부적으로 완전대형(complete counterbalancing), 부분대형(partial counter-

balancing), 그리고 독립변인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중다대형(multiple counter-

balancing)이 있다. 완전대형이란 모든 가능한 순서가 처치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고, 

부분대형은 처치조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 몇 가지의 대표적인 순서로만 제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주 맛을 감별하는 실험을 한다고 하자.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

한 순서로 맥주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피험자마다 순서를 섞어서 제시하는 것이다. 3가

지의 맥주일 경우에 대형화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3×2×1)이다.

제시순서 1 :  A   B   C

제시순서 2 :  A   C   B

제시순서 3 :  B   A   C

제시순서 4 :  B   C   A

제시순서 5 :  C   A   B

제시순서 6 :  C   B   A

<그림 13-3> 3가지 맥주의 맛보기 순서에 대한 완전대형

6가지 맥주 중 하나의 맥주를 감별하는 실험을 할 때 맥주 제시순서를 완전대형화하

면 720가지(6×5×4×3×2×1)의 조건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부분대형을 한다. 

그러나 2가지의 맥주와 2가지의 안주 중에 가장 맛있는 세트메뉴를 알아보고자 할 때

는 독립변인이 2개 이상이므로 중다 대형을 하고 이 때 경우의 수는 4가지(2×1×2×1)

가 된다.

제시순서 1 :  A      B  

제시순서 2 :  A      B  

제시순서 3 :  B      A   

제시순서 4 :  B      A  

<그림 13-4> 2가지 맥주와 2가지 안주에 대한 중다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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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숙(maturation) 오염효과

성숙 오염효과는 연구(실험)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의 자연적인 성숙으로부터 발생

되는 오염이다. 이는 실험이 장기간(예를 들면 몇 개월 또는 몇 년) 지속되는 경우에 

주로 예상되는 문제이다.

④ 검사(testing) 오염효과

검사 오염효과는 종속변인의 측정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될 때 측정에 사용된 

검사에 대한 연습, 적응, 또는 피로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효과로 이월효과

(carry-over effect)를 말한다. 이월효과란 현재의 검사가 이전 검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한다(Christensen, 1997).

검사에 대한 연습으로 인한 경우는 예비시행(warm-up trials)이 문제가 된다는 논쟁

이 있다. 과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과제 자체에 친숙해 지도록(task-familiarization) 

미리 과제를 해보도록 해야 하지만 쉬운 과제라면 이 예비시행이 이미 연습 효과를 가

져서 본 실험의 처음 측정을 왜곡하게 된다(Singer, 1980). 

검사에 적응하는 경우는 반복측정을 요구하는 운동학습 등의 실험에서는 검사 자체

가 단기간에 쉽게 성취, 학습될 수 있어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는 때이다. 

이때는 수행 곡선이 단기간에 점근선(asymptote)에 도달한다. 이와는 반대로 검사 자

체가 너무 어려워서 수행 향상이 너무 더디게 나타나 검사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바닥효과(floor effect or bottom effect)도 나타나곤 한다(Singer, 1980). 그러

므로 처치가 매우 효과적이거나 검사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모든 피험자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천장효과나 처치효과가 전혀 없거나 검사의 난이도가 높아서 모든 

피험자가 매우 낮은 점수를 얻는 바닥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처치의 수준, 과제의 난

이도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⑤ 측정(measurement) 오염효과

측정 오염효과는 종속변인을 측정할 때 오염이 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측정하려는 속

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측정하게 되는 경우, 둘째, 피험자의 고유한 성향 때문으로 이것

은 선발, 성숙, 역사오염효과에서처럼 피험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셋째, 날씨

나 컨디션 등 피험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넷째, 부정확한 측정도구로 

인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문지 문항의 이해가 안되어서 응답이 곤란할 때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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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무렇게 응답을 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측정

자의 측정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고 여섯째, 피험자가 답을 잘못 표기하

거나 연구자가 분석과정상에 코딩 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측정시의 오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답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인 

체계적 오류는 측정도구가 잘못 선정되어 측정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측정오류가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측정 시에 일정한 방향으로 항상 나타나는 

오류이다. 그리고 답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자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로 측정치의 크기와 방향이 임의로 변화하면서 나

타나는 오류이다. 체계적 오류는 일관된 방향으로 오차 값이 나오므로 수정이 쉽게 될 

수 있지만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강병서, 

1999).

⑥ 측정 도구(instrumentation) 오염효과

측정 도구 오염효과는 종속변인의 측정에 동원되는 측정도구 자체의 신뢰도 결여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 측정도구 오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복적인 측정 점

수를 통하여 도구 자체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립하고 둘째, 동일측정도구를 사용하거

나 또는 동형도구(검사)를 사용한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즉 해당 변인을 측정하

는데 알맞은 도구인지를 확립하고, 넷째, 상대적 점수화 체계(예, 규준)를 확립하는 방

법도 있으며 끝으로 동일한 측정(평가)자에게 측정하도록 해서 평가자간 일치도

(inter-scorer consistency)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⑦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염효과

통계적 회귀 오염효과는 종속변인의 측정이 신뢰롭지 않아서 실제로는 상하 극단점

수가 평균치로 회귀해서 발생하는 오염이다.

⑧ 실험도태(experimental mortality) 오염효과

실험도태 오염효과는 실험, 조사 등의 기간이 너무 긴 경우 실험대상이 중간에 탈락

해서 종속변인 측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연구가 진행될 때는 많은 피험자를 선택하여 피험자의 중간 손실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피험자 손실이 적도록 연구기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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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Singer, 1980).

⑨ 안정성(stability) 오염효과

안정성 오염효과는 종속변인에 대한 측정치가 신뢰롭게 대표되지 않고 우연히 발생

한 것으로부터 기인되는 오염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복측정(repeated meas-

urement)이 필요하다.

⑩ 피험자 예상(expectancy) 오염효과

피험자 예상 오염효과는 피험자가 측정 전에 예상하거나 측정에 대해서 미리 기대해

서 발생되는 종속변인의 오염효과이다. 다른 말로는 피험자 기대부응 요구특징

(demand characteristics), 기니어피그 효과(guineapig effect),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라고 한다. 

호손 효과는 호손 공장에서 생산성을 제고할 방법으로 음악을 제공하자 근로자들이 

음악의 의도를 간파하여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틀째에도 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이

후에는 근로자들이 지겨워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킨 데서 나온 용어이다.

추가적으로 실험목적을 간파하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호손 효과나 기니어피그 효과

와는 다른 위약 효과(placebi effect)가 있다. 위약 효과는 가짜 실험처치에 대하여 피험

자가 진짜로 생각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⑪ 연구자 기대(expectancy) 효과

연구자 기대 오염효과는 이상의 오염효과와는 달리 연구자나 실험자의 예상이나 사

전기대로부터 발생되는 종속변인의 오염효과로 실험자의 편견(experimenter's bias),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등으로 불린다.

Robert Rosenthal은 실험실에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실험자 기대효과를 증명하였

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조건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연구대상이 되었다. 

실제로는 쥐들을 학생들에게 무선할당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미로학습에서 빠

른 학습 능력을 보인 특별히 사육된 쥐로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다른 학생들

에게는 학습 능력이 부진한 쥐로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음에 학생들은 

쥐를 조건화하였는데 영리한 쥐로 실험한 학생들은 부진한 쥐로 실험한 학생들보다 쥐

들의 더 빠른 학습시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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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중맹기법(double blind technique)이 있다. 여기에서는 실험자들에게도 어느 집단

이 실험집단이고 어느 집단이 통제집단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편향과 기대가 실험실 밖인 교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일어나는지에 관

심을 갖고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이런 기대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

라고 명명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IQ점수와 같은 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었을 때 높은 IQ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미묘하게나마 격려와 촉진의 방식으

로 행동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 기대효과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Christensen, 1997; Hock, 2001).

⑫ 선발(selection)과의 상호작용 오염효과

선발과의 상호작용 오염효과는 선정된 피험자의 속성과 피험자의 성숙, 역사, 그리고 

동기 차이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이다.

⑬ 인과관계 추론 방향의 모호성 오염효과

인과관계 추론 방향의 모호성 오염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간 관계의 방향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이다.

⑭ 실험처치의 확산(diffusion) 또는 모방(imitation) 오염효과

처치의 확산 또는 모방 오염효과는 실험 집단 간 실험처치에 대한 차이 정보가 차별

적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효과이다.

⑮ 실험처치의 보상적 평준화(compensatory equalization) 오염효과

처치의 보상적 평준화 오염효과는 연구자의 보상적 실험처치 제공으로 인하여 실험

처치가 평준화되어 집단 간 처치의 차이가 무산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효과이다.

⑯ 보상적 경쟁(compensatory rivalry) 오염효과

보상적 경쟁 오염효과는 실험처치를 받지 않는 집단의 피험자가 차별적 실험처치 사

실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 노력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염효과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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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피험자 기대오염효과와 유사한 개념이다.

⑰ 피험자의 반감, 사기저하(demoralization) 오염효과

피험자의 반감, 사기저하 오염효과는 실험 집단 간 차별적 보상지급으로 인하여 부당

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집단의 반감으로 인한 사기저하로부터 발생되는 오염효과

로 이것 또한 피험자 기대 오염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오염효과라고 할 수 있다.

(2) 답의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효과

① 검사의 반작용효과(reactive effects of testing)

검사의 반작용효과는 실험처치 자체가 측정에 대한 단서(cue)를 제공함으로써 처치

의 효과가 지나치거나 모자랄 수 있는 오염효과로 검사오염효과와 비교하면 아래의 그

림과 같다.

검사의 반작용효과

검사오염효과

O1 ⇆  X     O2

O1 : 측정1
O2 : 측정2
X  : 실험처치

<그림 13-5> 검사오염효과와 검사 반작용효과의 비교

② 선발편견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ve effects of selection bias)

선발편견 상호작용효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집단 간의 차이에

서부터 의식한데서 발생하는 오염효과이다.

③ 실험배열의 반작용효과(reactive effects of experimental arrangement)

실험배열 반작용효과는 앞서 말한 대형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 집단에서 처치를 

받는 피험자의 순서가 같거나 처치의 순서가 같을 때 발생하는 오염효과이다. 그러므

로 완전대형이나 부분대형 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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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다 처치 간섭(multiple treatment interference)

중다 처치 간섭은 두 가지 이상의 실험처치(독립변인)가 포함되었을 때 나타나는 처

치 간 상호작용효과로 인한 오염효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