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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ANOVA 분석 및 결과 작성 예

다음부터의 예는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실험 설계와 통계분석 기법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특정 자료의 예는 Bruning(1977)의 책을 참고하였다. 단, 통계결과에 대한 기

술에 있어서 현재의 표기법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자.

(예1) 1요인설계 또는 완전무선설계

연구제목 : 소음의 정도에 따른 소근운동과제의 동작시간

정밀한 소근운동과제 중에 환경에서 생성된 소음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연구자는 소음의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인은 소음의 정도이며 수준

은 소음이 없는 조건, 저소음 조건, 중소음 조건, 고소음 조건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게 처치를 하였다. 따라서 실험설계는 1요인설계 또는 완전무선설계

(completely randomized design)이다. 종속변인으로는 동작시간을 측정하였다.

소음의 정도에 따른 소근운동의 동작시간(단위: 초)

소음정도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없음 10 7 9 8 15 3 8 9 11 9 5 17

저 3 8 7 5 6 10 12 4 7 6 5 15

중 19 12 16 14 7 8 13 10 19 9 15 14

고 23 14 16 18 12 13 16 17 19 14 16 17

1요인실험설계에서 독립변인이 하나이므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이다. 

소음의 정도에 따른 소근운동의 동작시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132 47 - -

집단간 567 3 189 14.71**

집단내 565 44 12.84 -

*p<.05, **p<.01

결과는 집단 간에 즉,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근운동과제의 동작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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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4)=14.71, p<.01).

(예2) 3×3 요인설계 또는 3×3 피험자간 설계

연구제목 : 피드백제시방법과 학습자의 지능수준에 따른 체육점수

현장에 있는 한 체육교사는 수업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도구에 따라서 체육학습에 차

이가 날 것이며 학습자의 지능수준도 체육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래서 피드백 제시 방법은 교사가 언어적으로 줄때, 교사의 언어와 사진을 통해서 

줄때, 교사의 언어, 사진, 그리고 비디오 모두로 줄때로 구분하였고, 학생들의 지능수준

을 고, 중, 저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독립변인인 피드백 제시방법은 3가지 수준

이고, 두 번째 독립변인인 학생의 지능수준도 3가지 수준이므로 실험설계는 3×3 요인

설계 또는 3×3 피험자간 설계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한 학기 동안 처치를 가한 후 피험

자들의 기말 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피드백제시방법과 학생 지능수준에 따른 체육점수(단위: 점)

피드백

제시방법

학습자

지능수준
S1 S2 S3 S4 S5 S6

언어

고 74 79 94 90 88 87

중 70 78 96 86 80 92

저 92 86 84 71 74 78

언어

+ 사진

고 94 96 92 84 85 89

중 76 91 94 86 87 91

저 91 84 80 73 69 71

언어

+ 사진

+ 비디오

고 87 76 94 92 98 71

중 70 86 91 74 88 77

저 70 86 81 71 65 63

두 가지 독립변인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므로 통계방법은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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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습에 대한 피드백제시방법(3)×학생의 지능수준(3)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4429 53 - -

피드백제시방법(M) 247 2 123.5 1.81

지능수준(I) 953 2 476 6.98**

M×I 160 4 40 .58

오차 3070 45 68.22 -

*p<.05, **p<.01

결과는 피드백 제시방법에 따라서 체육학습 정도에 차이가 없었고(F(2,45)=123.5, 

p>.05), 학생의 지능수준에 따라서는 체육학습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F(2,45)=6.98, 

p<.01). 그리고 체육수업에서 피드백의 제시방법과 학생들 지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4,45)=.58, p>.05).

(예3) 2×2×2 요인설계 또는 2×2×2 피험자간 설계

연구제목 : 연습방법, 동작난이도, 그리고 동작제시속도에 따른 운동기억 효과

연구 1을 본 다른 연구자는 연습방법과 동작난이도에 따른 운동기억의 효과를 다시 

검증하면서 연구자가 동작을 제시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운동기억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문을 갖고 다시 설계를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인은 연습시간과 휴식시간의 배분에 따른 집중법(massed 

practice)과 분산법(distributed practice)이고, 두 번째 독립변인은 고난이도와 저난이도

의 동작이며 세 번째 독립변인을 동작제시의 속도다. 연구자는 동작을 빠르게 제시하

는 것(고속도)과 느리게 제시하는 것(저속도)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모든 독립변인의 수

준은 2가지였으므로 실험설계는 2×2×2 요인설계 또는 2×2×2 피험자간 설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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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방법과 동작난이도, 동작제시 속도에 따른 운동기억

연습

방법

동작

난이도

동작제시

속도

동작재인시 틀린 개수

S1 S2 S3 S4 S5 S6

집중법

저
저 14 6 3 5 6 7

고 24 16 10 18 13 17

고
저 11 17 12 14 21 18

고 39 32 38 39 33 31

분산법

저
저 15 8 9 7 8 4

고 23 16 17 17 14 11

고
저 11 16 8 14 20 16

고 25 27 29 34 38 26

3가지 독립변인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므로 통계방법은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이다.

동작기억에 대한 연습방법(2)×동작난이도(2) ×동작제시속도(2)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4782 47 - -

연습방법(P) 20 1 20 1.16

동작난이도(D) 1645 1 1645 95.09**

동작제시속도(R) 2093 1 2093 120.98**

P×D 54 1 54 3.12

P×R 26 1 26 1.50

D×R 248 1 248 14.34**

P×D×R 4 1 4 .23

오차 692 40 17.30 -

*p<.05, **p<.01

결과를 보면 연습방법에 따라서는 운동기억에 차이가 없었고(F(1,40)=1.16, p>.05), 동

작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운동기억에 차이가 있었으며(F(1,40)=95.09, p<.01), 동작제시속

도에 따라서도 운동기억에 차이가 있었다(F(1,40)=120.98, p<.01). 그리고 연습방법과 동

작난이도의 상호작용효과(F(1,40)=3.12, p>.05)와 연습방법과 동작제시속도의 상호작용

효과(F(1,40)= 1.50, p>.05)는 없었으나 동작난이도와 동작제시속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있

었다(F(1,40)=14.34, p<.01). 또한 연습방법과 동작난이도와 동작제시속도의 상호작용효

과는 없었다(F(1,40)= .23, p>.05).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92

(예4) 1요인 설계 또는 피험자내 설계 : 반복측정

연구제목 : 연령에 따른 체력점수의 변화

연구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점수가 향상되는지

를 보고자 했다. 그래서 4년간에 걸쳐서 동일한 학생들의 체력점수를 비교하였다. 따라

서 실험설계는 1요일설계 또는 피험자내 설계이다. 

연령에 따른 체력점수(단위: 점)

피험자 12세 13세 14세 15세

S1 98 102 113 108

S2 104 100 105 111

S3 126 131 128 136

⋮ ⋮ ⋮ ⋮ ⋮

S18 95 101 99 104

S19 87 95 94 97

S20 93 99 92 102

연령에 따라 반복 측정된 피험자내 설계이므로 통계방법은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

량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이다.

피험자의 연령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9848 79 - -

피험자 18700 19 - -

연령별 472 3 157.33 13.27**

오차 676 57 11.86 -

*p<.05, **p<.01

위의 표에서 연령에 따라서 체력점수에 차이가 있다(F(3,57)=13.2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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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 2×2 요인설계 또는 2×2 피험자내 설계

: 두 가지 요인의 반복측정

연구제목 : 과제의 난이도와 파지의 길이에 따른 운동기억

만일 연구자가 운동기억에 대한 단기 파지(short-term retention)와 장기 파지

(long-term retention)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쉬운 과제와 어려

운 과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복측정을 하면 된다. 연구자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쉬운 동작목록과 어려운 동작목록 모두를 학습시킨 다음 일정시간이 지

난 후 단기와 장기 파지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피험자들이 두 가지 동작

의 난이도에서 단기파지검사와 장기파지검사를 모두 하였으므로 두 가지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가 모두 반복측정 되었다. 따라서 실험설계는 2×2 요인설계 또는 2×2 피험자

내 설계이다. 파지검사에서 연구자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였다. 

과제의 난이도와 파지의 길이에 따른 운동기억(단위: 개)

피험자

저난이도 과제 고난이도 과제

단기파지

검사

장기파지

검사

단기파지

검사

장기파지

검사

S1 83 75 100 40

S2 100 71 83 41

⋮ ⋮ ⋮ ⋮ ⋮

S9 50 83 54 38

S10 100 72 100 50

두 가지 독립변인이 모두 반복 측정된 피험자내 설계이므로 통계방법은 모든 요인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 on all fac-

tors)이다.

운동기억에서 과제의 난이도(2)×파지의 길이(2)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9597.6 39 - -

피험자내 5853.6 9 - -

과제난이도(D) 1322.5 1 1322.5 67.14**

파지길이(L) 9120.4 1 9120.4 22.65**

D×L 1020.1 1 1020.1 17.23**

D 오차 525.5 9 58.39 -

L 오차 1222.6 9 135.83 -

D×L 오차 532.9 9 59.2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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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는 운동기억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F(1,9)=67.14.5, 

p<.01), 파지의 길이에 따라서도 운동기억에 차이가 있었다(F(1,9)=22.65, p<.01). 그리고 

과제 난이도와 파지 길이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F(1,9)=17.23,  p<.01).

(예6) 3×3 요인설계 또는 3×3 혼합설계

: 한 가지 요인의 반복측정

연구제목 : 피드백 제시방법에 따른 시행별 운동기억

체육교사는 3가지 난이도의 동작목록을 제시하고 3회에 걸쳐 검사를 하였다. 그러므

로 첫 번째 독립변인은 3가지의 동작 난이도로 피험자간 설계이고, 두 번째 독립변인은 

3회에 걸친 반복 검사이므로 피험자내 설계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실험설계는 3×3 요

인설계 또는 3×3 혼합설계이다. 연구자는 정확하게 재연한 동작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동작목록의 난이도에 따른 검사별 운동기억(단위: 개)

동작 난이도 피험자 검사1 검사2 검사3

고

S1 3 3 4

S2 3 4 4

⋮ ⋮ ⋮ ⋮

S10 2 3 3

S11 2 2 4

중

S12 2 3 6

S13 1 4 5

⋮ ⋮ ⋮ ⋮

S22 4 6 7

저

S23 2 4 8

S24 3 6 3

⋮ ⋮ ⋮ ⋮

S33 4 9 7

검사에 대해서만 반복 측정되었으므로 통계방법은 검사요인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

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 on te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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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억에서 동작목록의 난이도(3)×검사(3)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467 98 - -

피험자간 181 32 - -

동작목록난이도(D) 39 2 19.50 4.12*

오차 142 30 4.73 -

피험자내 286 66 - -

검사(T) 170 2 85.00 52.46**

T×D 19 4 4.75 2.93*

오차 97 60 1.62 -

*p<.05, **p<.01

결과를 보면 동작목록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운동기억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F(2,30)=4.12, p<.05), 검사에 따라서도 운동기억에 차이가 있었다(F(2,60)=52.46, p<.01). 

그리고 동작목록의 난이도와 검사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F(4,60)=2.93,  p<.05).

(예7) 2×2×4 요인설계 또는 2×2×4 혼합설계

: 한 가지 요인의 반복측정

연구제목 : 동작수행의 기대정도와 피드백의 성질에 따른 소근동작과제의 학습효과

연구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대 정도와 피드백의 성질에 따른 학습효과

를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인은 수행기대의 정도로 높은 수행기대와 낮

은 수행기대로 나누었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동작 학습시에 주는 피드백의 성질로 대

한 질적인 피드백과 양적인 피드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치조건에 속한 

4집단에게 4번 반복측정을 하였으므로 세 번째 독립변인은 측정이 된다. 그러므로 실

험설계는 2×2×4 반복측정 요인설계(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measures on the 

last factor) 또는 2×2×4 혼합설계이다. 종속변인으로는 정확하게 재인한 동작의 개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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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수행에 대한 기대정도와 피드백의 성질에 따른 검사별 운동학습(단위: 개)

기대수준 피드백 피험자 검사1 검사2 검사3 검사4

고

질적

S1 4 6 7 9

⋮ ⋮ ⋮ ⋮ ⋮

S7 7 8 9 12

양적

S8 5 8 9 12

⋮ ⋮ ⋮ ⋮ ⋮

S14 6 7 8 11

저

질적

S15 3 4 4 5

⋮ ⋮ ⋮ ⋮ ⋮

S21 6 8 8 8

양적

S22 4 8 10 14

⋮ ⋮ ⋮ ⋮ ⋮

S28 5 11 17 20

검사에 대해서만 반복 측정되었으므로 통계방법은 검사요인의 반복측정에 의한 삼

원변량분석(thre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est)이다.

운동학습에서 동작수행에 대한 기대정도(2)×피드백의 성질(2)×검사(4)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657 111 - -

피험자간 576 27 - -

기대(E) 4 1 4 .57

피드백(F) 290 1 290 34.27**

E×F 79 1 79 9.34**

오차 203 24 8.46 -

피험자내 1081 84 - -

검사(T) 784 3 261.33 235.43**

T×E 1 3 .33 .43

T×F 167 3 55.67 50.15**

T×E×F 49 3 16.33 14.71**

오차 80 72 1.11 -

*p<.05, **p<.01

결과를 보면 수행기대에 따라서는 운동학습에는 차이가 없었고(F(1,24)=.57, p>.05), 피

드백의 성질에 따라서는 운동학습에 차이가 있었으며(F(1,24)=34.27, p<.01), 수행기대와 

피드백 성질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1,24)=9.34, p<.01). 검사별로 운동학습에 차이가 

있었고(F(3,72)=235.43, p<.01), 검사와 기대정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F(3,72)=.43, 

p>.05) 검사와 피드백 성질의 상호작용효과(F(3,72)=50.15, p<.01), 그리고 검사, 기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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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성질의 상호작용효과(F(3,72)=14.71, p<.01)는 있었다.

(예8) 2×2×4 요인설계 또는 혼합설계

: 두 가지 요인의 반복측정

연구제목 : 연속과제에서 연습시간의 배분에 따른 연습조건별 운동학습 효과

연구자는 회전판 추적기를 이용하여 연속과제에서 운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인으로 연습시간과 휴식시간의 배분에 따라 두 가지 조

건(60초 연습과 60초 휴식, 60초 연습과 10초 휴식)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인으

로는 집단에게 모두 회전 이동표적 추적기의 연습조건을 두 가지(시계방향, 반시계방

향)로 하여 학습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 4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4회의 측정은 

3번째 독립변인이 된다. 여기에서 2번째와 3번째 독립변인은 모든 피험자에게 실시하

였으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복측정 되었다. 따라서 실험설계는 2×2×4 반복측정 요

인설계(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measures on the last two factors) 또는 2×2×4 

혼합설계이다. 종속변인으로는 스타일러스가 표적에 닿은 시간을 측정하였다.

연습시간의 배분과 연습조건에 따른 운동학습(단위: 초)

시간

배분
피험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검사1 검사2 검사3 검사4 검사1 검사2 검사3 검사4

연습

60초

/

휴식

60초

S1 21 26 35 43 2 9 20 24

S2 18 28 41 46 5 10 14 15

S3 25 24 45 48 10 15 21 21

⋮ ⋮ ⋮ ⋮ ⋮ ⋮ ⋮ ⋮ ⋮

S7 12 18 29 35 6 13 24 28

S8 15 17 27 30 1 7 17 26

S9 20 28 26 29 2 4 16 14

S10 18 20 31 38 9 23 36 39

연습

60초

/

휴식

10초

S11 15 17 26 30 11 14 17 20

S12 6 9 17 24 15 14 19 22

S13 22 23 28 26 10 18 16 13

⋮ ⋮ ⋮ ⋮ ⋮ ⋮ ⋮ ⋮ ⋮

S18 16 17 17 22 13 17 21 20

S19 12 16 25 23 4 9 14 19

S20 10 12 16 17 8 10 15 15

마지막 2요인이 반복측정 되었으므로 통계방법은 마지막 2요인의 반복측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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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 on the last two factors)이

다.

운동학습에서 연습시간의 배분(2)×연습조건(2)×검사(4)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4753.6 159 - -

피험자간 2503.8 19 - -

연습시간(P) 616.2 1 616.2 5.88*

오차 1887.6 18 104.9 -

피험자내 12249.8 140 - -

회전방향(D) 3940.2 1 3940.2 45.11**

검사(T) 4527.6 3 1509.2 159.77**

P×D 462.4 1 462.4 5.29*

P×T 611.1 3 203.7 21.56**

D×T 65.4 3 21.8 2.13

P×D×T 8.1 3 2.7 .87

오차1 1572.2 18 87.3 -

오차2 510.1 54 9.4 -

오차3 552.7 54 10.2 -

*p<.05, **p<.01

결과를 보면 연습시간과 휴식시간의 배분(F(1,18)=5.88, p<.05), 회전방향에 따른 연습

조건(F(1,18)=45.11, p<.01), 그리고 검사(F(3,54)=159.77, p<.01)에 따라서는 운동학습에 차

이가 있었다. 연습시간/휴식시간의 배분과 회전방향의 상호작용효과(F(1,18)=5.29, 

p<.05), 연습시간/휴식시간의 배분과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F(3,54)=21.56, p<.01)는 있었

으나, 회전방향과 검사의 상호작용효과(F(3,54)=2.13, p>.05), 연습시간/휴식시간과 회전

방향과 검사의 상호작용효과(F(3,54)=.87, p>.05)는 없었다.  

(예9) 2×3×6 요인설계 또는 2×3×6 피험자내 설계

: 모든 요인의 반복

연구제목 : 도약거리와 착지면의 기울기에 따른 멀리뛰기 동작시 고관절각도의 변화

연구자는 도약거리와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에 따른 동작국면별 고관절각도의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모든 피험자에게 도약거리를 2가지 조건, 착지면의 기울

기 3가지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멀리뛰기 동작을 6가지 국면으로 구분

하여 고관절에 대한 각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독립변인인 도약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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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독립변인인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 그리고 6가지로 구분한 동작국면 모두가 

반복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설계는 2×3×6 요인설계 또는 2×3×6 피험

자내 설계이다. 종속변인으로는 각 국면에서의 고관절 상대각을 측정하였다. 

도약거리와 착지면 각도에 따른 고관절각도의 평균(단위: 도)

도약

거리

착지면
기울기
각도

동 작 국 면

1 2 3 4 5 6

60cm

0도 102.13 119.20 181.53 169.27 141.53 113.37

15도 107.80 119.03 158.63 176.47 145.20 118.10

30도 125.60 129.60 185.20 165.20 135.77 116.63

100cm

0도 117.10 128.23 191.60 168.73 116.80 80.00

15도 129.50 124.00 177.43 167.63 116.63 83.20

30도 128.70 125.63 188.93 169.33 112.67 90.43

모든 독립 변인이 반복 측정되었으므로 반복측정에 의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 on all three factors)이다.

고관절각도에 대한 도약거리(2)×착지면 각도(3) ×동작국면(6)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전체 128861.588 107 - -

피험자간 866.814 2 - -

피험자(S)내 127994.774 105 - -

도약거리(D) 731.641 1 731.642 2.203

S×D 664.121 2 332.060 -

착지면각도(A) 374.561 2 187.280 3.206

S×A 233.634 4 58.408 -

동작국면(P) 87860.739 5 17572.148 9.121*

S×P 19265.688 10 1926.569 -

D×A 46.569 2 23.284 .177

S×D×A 527.019 4 131.755 -

D×P 8034.916 5 1606.983 9.859**

S×D×P 1630.014 10 163.001 -

A×P 2431.727 10 243.073 1.995

S×A×P 2437.839 20 121.892 -

D×A×P 741.579 10 74.158 .492

S×D×A×P 3014.727 20 150.736 -

*p<.05, **p<.01

결과를 보면 도약거리(F(1,2)=2.203, p>.05)와 착지면 각도(F(2,4)=3.206, p>.05)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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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고, 동작국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10)=9.121, p<.05). 또한 도약거리와 착지면 각도의 상호작용

효과(F(2,4)=0.177, p>.05), 착지면 각도와 동작국면의 상호작용효과(F(10,20)=1.995, 

p>.05), 그리고 도약거리와 착지면 각도와 동작국면의 상호작용효과(F(10,20)= 0.49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도약거리와 동작국면의 상호

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10)=9.859, p<.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