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1 기본개념

타당성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타당성(Validity(( )은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분석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 이러한 타당성은 연구설계의 관점에서는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내적 타당성

과 외적 타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은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가능성

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적 타당성이다.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만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두 변수 간의 인과성에 대

한 경험적 검증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가능한 한 순수

하게 독립변수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해 낼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내적 타당성을 저해

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들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

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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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론2

내적 타당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며,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또 그 개념에 대한 정의

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내적 타당성의 세부적인 유형

으로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세 가지가 있다.

내용타당성

논리적 타당성으로서 측정도구 내용의 대표성 또는 표본추출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

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의미한다. 내용타당성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된다.

기준타당성

경험적 타당성으로 어떤 척도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다른 기준에 의한 측정결

과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측정 대상의 속성 상태

를 측정한 결과가 미래 시점에서 다른 속성의 상태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의 정도를 의미하는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이 있다.

구성(개념)타당성

측정 대상의 속성(구성 개념)과 관련되는 이론적 관계로부터 평가한다. 즉, 실제 측정결과

가 추상적인 개념들 사이에 만들어진 이론적 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개

념적 타당성이라고도 한다. 구성타당성은 측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 구성의 타당

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추상성을 지닌 개념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구성타당성은 이

해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집중(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차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타당성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

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높아야 구성타당성이 높아진다.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타당성 평가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

진 측정문항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집중타당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요인에 적

재된 측정문항들은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판별타당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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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특정집단

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연구된 결과를 다른 집단, 다른 시기, 다른 상황에 일

반화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내적 타당성이 특정 연구에서 인과적 추론이 얼마나 진실

한가에 관한 것이라면, 외적 타당성은 그러한 인과적 추론의 진실이 다른 집단, 다른 시기, 다

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요인분석의 개념과 종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

호관계를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이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여러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몇 개의 핵

심 요인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정보를 이해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다. 요

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기법은 요인분석이라는 공통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기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FA(( )은 SPSS나 SA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구조방정식 모델을 연구에 많이 사용하면서부터 확인적 요인분석의

사용빈도가 높아져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구조를 조사하고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의 수를 줄이

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와 요인의 관계가 이론상으로 체계화

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므로 탐색의 성격이 강한 요인분석이

다. 이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의 핵심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

사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요인의 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요인이 어떤 항목으로 묶일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새로운 구성개

념의 척도 개발처럼 가설을 세우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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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 대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

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론 생성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분석과 공통요인분석이 있다.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은 먼저 추출되는 주성분요인일수록 입력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분산을 많이 설명

할 수 있도록 주성분요인을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은 입력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산만을 이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

이다.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을 적용할 수 있다.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은 베리멕스(Varimax(( ), 이퀴멕스(Equimax(( ), 쿼티멕스(Quartmax(( ), 그리고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은 오블리민(Oblimin(( ), 오블리크(Obliqu(( ) 등의 방법이 있다. 직각회전은 베

리멕스, 사각회전은 오블리민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상의 편리성, 해석의 용

이성 등 때문에 사각회전보다 직각회전이 더 선호된다. 

또한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위하여 Bartlett 검정과 KMO(Kaiser(( －

Meyer－Olkin) 테스트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하여 입력변수간에 충분한 상

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른 점은 분석 전에 요인(잠재변수)의 수와 요인별 측정항목(관

측변수)들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서는 분석 전에 이미 요인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의 수가 중요하지 않고, 분석결과 특정

요인의 관측변수 중 하나가 또 다른 요인의 관측변수들과 상관이 높아서 처음의 의도와는 다

르게 다른 요인으로 묶이게 되더라도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그러한 관계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서 추출된 탐색적 성격의 요인분석 결과는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론 검증과정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확인적 요인분석은 집중타당성이나 판별타당성과 같

은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에 이용되며 모델의 평가는 모델의 적합도(GFI(( , AGFI, CFI, RMR)

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두 가지 요인분석을 형태상으로 비교해보면 탐색적 요인분석(EFA(( )은 모든 지표가 모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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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부하량이 높은 변수들은 같은 요인으로 묶이고, 낮은 변수들은 

다른 요인으로 묶이게 되며, 어느 요인에도 묶이지 않는 변수는 제거된다. 반면 확인적 요인분

석은 잠재변수에 관측변수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변수가 모든 관측변수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요인부하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

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관측변수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변수는 제거된다. 다시 말해서 탐

색적 요인분석이 다수의 변수들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이라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요인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척도 개발과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후 다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

신뢰성의 개념과 종류

신뢰성(Reliability(( )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로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신뢰성은 어떤 연구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그 조사를 다시 반복한다고 가정할 때 조

사결과가 얼마나 원래 측정치와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측정을 한 번 더 한다는 것

은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이 조사가 여러 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면 이 측정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일관성이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방법이 있다.

재검사법

재검사법(Test(( －retest Method)은 동일한 측정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도구나 방법을 사용하

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값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반분법

반분법(Split(( －half Method)은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을 2개의 임의 집단으로 나

눈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여 측정도구나 방법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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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론6

내적 일관성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

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 신뢰도

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s alpha)라는 계수값을 산출해서 여

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6에서 

0.7 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한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이용

한 내적 일관성 방법은 신뢰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1.2  적용예제：NB제품과 PB제품의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개요

본 예제는 NB(National(( Brand)와 PB(Private(( Brand)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재구매 전에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단서를 활용하는데, Kirmani와 Zeithaml(1993)의 제품평가모델

에서는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를 통해서 제품을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Jacoby 등(y 1971)은 정보단서와 제

품의 관련유무에 따라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재적 단서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해당 제품과 분리시킬 수 없는 속성들로서 가격, 상

표, 판매처, 패키지, 원산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예제에서는 NB제품과 PB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단서요인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가 고객만족과 재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NB와 PB 간의 차이점을 식별한다. 따라서 문

헌연구를 통해 NB제품과 PB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정리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측정변수들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한 측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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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이용하여 크론바흐 알파계수로 신뢰성을 검증한다.

표본 및 변수 선정

자료는 중국 상해의 대형할인점에서 NB제품과 PB제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수집되었다. 대형할인점 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업태의 대표성이 있는 미국의 월마트,

프랑스의 까르푸, 영국의 테스코를 조사 표본으로 하였다. NB제품과 PB제품의 구매자로 집단

을 구분하여 각각 175부씩 총 35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NB 168부, PB 157부, 총 325부

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변수는 NB제품과 PB제품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한 독립변수로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를 선정하였다.

요인별 측정변수(항목)

문헌연구를 토대로 NB제품과 PB제품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변수의 측정은 선정된 각 변수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하고 각 개념에 대하여 선

행연구를 통해 측정항목을 추출하였다. 본 예제의 독립변수인 외재적 단서는 지각된 가격, 패

키지 디자인, 단기 판매촉진, 그리고 내재적 단서는 제품의 성능, 브랜드 명성, 지각된 품질로 

구성했다. 본 예제의 독립변수인 외재적 단서와 내재적 단서의 하위 6개 구성개념과 종속변수

인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대하여 최종 구성한 측정항목은 <표 1.1>과 같다.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반복적으로 측정 시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정에 크론바흐 알파 값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측정항목들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28~0.848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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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론8

타당성 분석：요인분석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본 연구

에서는 변수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과 측정변수와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베리멕스 직각회전방

표 1.1 측정변수(항목)

구분 측정항목

외재적단서

지각된 가격

1. 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 중요하다.
2. 내가 구입한 이 브랜드 제품의 가격은 적당하다.
3. 나는 가격만족 상품 구입이 매우 중요하다.
4. 이 브랜드 제품을 구입 시 타업체의 제품가격을 비교한다.

패키지 디자인

1. 이 브랜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품질과 관련 있다.
2. 내가 구입한 브랜드의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이 좋았다.
3. 이 브랜드 제품은 정보가 잘 표기되어 있다.은
4. 내가 구입한 브랜드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을 자주 선보인다.

단기 판매촉진

1. 단기 판매촉진 브랜드 제품은 비교적 품질이 좋다.
2. 단기 판매촉진은 업체 제품의 과잉생산이라고 생각한다.
3. 단기 판매촉진으로 브랜드 제품 이미지가 확립된다.
4. 단기 판매촉진 브랜드 제품의 품질은 좋지 않다.

내재적단서

제품의 성능
1. 나는 사용한 이 브랜드 제품의 청결능력이 우수함을 느꼈다.
2. 나는 사용한 이 브랜드 제품의 향기가 좋다.
3. 내가 구입한 이 브랜드 제품은 기대만큼 성능이 좋았다.가

브랜드 명성

1. 나는 보통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 구입을 선호한다.
2. 나는 각 브랜드 제품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브랜드 제품은 평판이 좋다.
4. 나는 이 브랜드 제품명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지각된 품질

1. 내가 구입한 이 브랜드 제품은 품질이 좋다.
2. 내가 구입한 이 브랜드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
3. 나는 이 브랜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4.  내가 구입한 이 브랜드 제품은 기대보다 품질이 좋다.

고객만족

1. 나의 이 브랜드 제품 구입은 현명한 선택이다.
2. 나는 이 브랜드 제품 구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나는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기대치보다 더욱 만족한다.
4. 다른 브랜드와 비교 시 현재 사용 브랜드 제품에 만족한다.

재구매의도
1. 나는 사용 중인 브랜드 제품을 계속 구매할 것이다.
2. 나는 사용 중인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
3. 나는 사용 중인 브랜드 제품을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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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법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측정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잠재요인이 적절한 것인지를 찾기 위한 방

법으로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KMO(Kaiser(( －Meryer－Olkin) 구형성 측도를 확인하였다. KMO 측도는 0.831로 나타나 일반

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0.6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측정항목들은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지각된 가격, 패키지 디자인, 단기 판매촉진, 제품

의 성능, 브랜드 명성, 지각된 품질, 고객만족, 재구매의도의 8개 요인에 대하여 총 30개 측정

문항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추출된 요인의 적재치 0.6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

였다.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명성, 고객만족 3개 요인에서 각 1개씩 총 3개의 측정항목이 제

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요인별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7개로 측정항목이 재구성되

었다.

표 1.2 신뢰성2 분석결과

변수항목 최초 측정항목(30) 최종 측정항목(27) 크론바흐 알파

외재적 단서

지각된 가격 4 4 0.686

패키지 디자인 4 3 0.628

단기 판매촉진 4 4 0.730

내재적 단서

제품의 성능 3 3 0.809

브랜드 명성 4 3 0.730

지각된 품질 4 4 0.848

고객만족 4 3 0.682

재구매의도 3 3 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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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탐색적3 요인분석결과

측정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지각된품질1 .795 －.021 .133 .147 .190 .089 .194 .055

지각된품질4 .747 －.007 .199 .040 .199 .165 .105 .072

지각된품질2 .731 .042 .173 .089 .181 .108 .189 .155

지각된품질3 .682 .089 .107 .177 .160 .296 .108 .142

단기판매촉진3 .030 .831 .035 －.052 .009 .022 .012 .106

단기판매촉진4 .025 .738 .009 .070 －.126 －.010 .001 .037

단기판매촉진2 .065 .699 －.001 －.026 .044 －.066 －.011 .061

단기판매촉진1 －.064 .668 －.103 －.058 .108 .145 .125 －.027

제품의성능3 .129 .018 .825 .052 .036 .162 .009 －.058

제품의성능1 .227 －.085 .815 .151 .182 .045 .106 －.015

제품의성능2 .147 －.042 .758 .220 .047 .084 .060 －.026

지각된가격1 .115 －.042 .265 .726 .047 .084 .060 －.026

지각된가격4 －.029 .150 .071 .701 －.032 .009 .105 －.045

지각된가격2 .186 －.025 .058 .684 .062 .045 .042 .009

지각된가격3 .070 －.157 .022 .661 .166 －.007 .046 .010

브랜드명성4 .186 －.040 .012 .076 .811 .109 .081 .018

브랜드명성3 .166 .097 .147 .004 .782 －.053 .116 .005

브랜드명성2 .217 －.023 .104 .177 .688 .105 －.025 .113

고객만족3 .067 －.021 .142 －.002 .064 .816 .135 .000

고객만족4 .213 .022 .070 .044 .038 .764 .090 .111

고객만족2 .160 .057 .065 .061 .035 .618 .176 .009

재구매의도2 .146 －.060 .058 .036 .067 .185 .802 .073

재구매의도3 .248 .138 .000 .137 .020 .049 .684 .050

재구매의도2 .095 .063 .229 .115 .112 .280 .667 －.001

패키지디자인2 －.049 .083 .007 －.079 .075 .112 －.031 .786

패키지디자인1 .169 .138 .072 .076 .033 －.022 .077 .724

패키지디자인3 .168 －.035 .072 －.041 .006 .019 .064 .719

KMO 측도：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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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석절차：SPSS 사용방법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에서 할 수 있는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이

다. SPSS에서는 상단의 [분석] 메뉴가 있고 하위에 [차원 감소]라는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차원 감소]에는 [요인분석], [대응일치 분석], [최적화 척도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분

석은 [분석] 메뉴 하위에 [척도]라는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척도]에는 [신뢰도분석], [다차

원 확장], [다차원 척도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예제에서는 차원 감소를 위해 [요인분석]과 

[척도]의 [신뢰도분석]을 기준으로 SPSS 분석절차를 제시한다.

데이터 불러오기

상단 메뉴 [파일] → [열기] →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메뉴모음의 단축아이콘 [데이터 열기]를 

클릭한다. [데이터 열기] 창에서 열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SPSS에

서 데이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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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불러온 파일에서 상단 메뉴 [분석] → [차원 감소] → [요인분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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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창에서 [변수] 란에 분석대상인 측정변수(문항) 27개를 옮겨 놓는다.

[요인분석] 창에서 [기술통계]를 클릭한다. [기술통계] 창이 열리면 [일변량 기술통계], [초기

해법], [계수], [KMO[[ 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등에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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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론14

[요인분석] 창에서 [요인추출]을 클릭한다. [요인추출] 창이 열리면 [주성분], [회전하지 않은 

요인해법], [스크리 도표], [고유값 기준]에 체크하고 [다음 값보다 큰 고유값]에 1을 입력한다.

그리고 [계속]을 클릭한다.

[요인분석] 창에서 [요인회전]을 클릭한다. [요인회전] 창이 열리면 [베리멕스], [회전 해법],

[적재값 도표] 등에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창에서 [요인점수]를 클릭한다. [요인점수] 창이 열리면 [변수로 저장], [요인점수 

계수행렬 출력] 등에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한다.

[요인분석] 창에서 [옵션]을 클릭한다. [옵션] 창이 열리면 [목록별 결측값 제외], [크기순 정

렬] 등에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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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요인분석]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분석이 시작된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요인분석이 수행되고 분석결과가 제시된다. 기술통계

량, 상관행렬, KMO와 Bartlett의 검정, 설명된 총분산, 스크리 도표, 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

렬, 성분변환행렬, 회전공간의 성분도표, 성분점수 계수행렬, 성분점수 공분산행렬 등이 산출

된다. 본 예제에서는 요인분석 결과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설명된 

총분산’, ‘회전된 성분행렬’을 <표 1.4>~<표 1.6>과 같이 분석결과로 제시한다.

요인분석을 통한 내적 타당성 검증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

당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위

해서 Bartlett 테스트와 t KMO 구형성을 확인한다. 검정결과 Bartlett 테스트 결과 이t 2675.483

으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일반적인 유의확률 0.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KMO 값은 0.831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0.6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예제에서 측정한 변수들은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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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표 1.4 KMO와4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8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675.483

자유도 351

유의확률 .000

설명된 총분산 결과는 총분산의 설명력은 62.83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과학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하는 설명력 60%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6>에서는 연구에서 측정한 27개의 측정변수를 요인별로 분류한 것이다. 요인 적재값

을 0.6 이상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산출하였고, 요인의 수가 8개로 구분되었다. 요인의 회전방

법은 베리멕스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본 예제에서 측정한 27개의 측정변

수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다. 신뢰성 분석은 측정항

목이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크론바흐 알

파계수로 확인하며,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6보다 크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5 설명된5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2

3

4

5

6

7

8

5.872

2.543

1.890

1.722

1.441

1.408

1.075

1.013

21.748

9.420

6.999

6.380

5.335

5.214

3.982

3.754

21.748

31.168

38.167

44.546

49.882

55.096

59.078

62.831

5.872

2.543

1.890

1.722

1.441

1.408

1.075

1.013

21.748

9.420

6.999

6.380

5.335

5.214

3.982

3.754

21.748

31.168

38.167

44.546

49.882

55.096

59.078

62.831

2.678

2.306

2.237

2.163

2.011

1.995

1.802

1.773

9.920

8.541

8.284

8.010

7.447

7.390

6.674

6.565

9.920

18.461

26.745

34.755

42.202

49.592

56.266

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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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회전된6 성분행렬

성분

1 2 3 4 5 6 7 8

품질지각1 .795 －.021 .133 .147 .190 .089 .194 .055

품질지각4 .747 －.007 .199 .040 .199 .165 .105 .072

품질지각2 .731 .042 .173 .089 .181 .108 .189 .155

품질지각3 .682 .089 .107 .177 .160 .296 .108 .142

판촉3 .030 .831 .035 －.052 .009 .022 .012 .106

판촉4 .025 .738 .009 .070 －.126 －.010 .001 .037

판촉2 .065 .699 －.001 －.026 .044 －.066 －.011 .061

판촉1 －.064 .668 －.103 －.058 .108 .145 .125 －.027

기능3 .129 －.002 .825 .052 .063 .109 .120 .064

기능1 .227 .018 .815 .151 .036 .162 .009 －.058

기능2 .147 －.085 .758 .220 .182 .045 .106 －.015

가격1 .115 －.042 .265 .726 .047 .084 .060 －.026

가격4 －.029 .150 .071 .701 －.032 .009 .105 －.045

가격2 .186 －.025 .058 .684 .062 .045 .042 .009

가격3 .070 －.157 .022 .661 .166 －.007 .046 .010

명성4 .186 －.040 .012 .076 .811 .109 .081 .018

명성3 .166 .097 .147 .004 .782 －.053 .116 .005

명성2 .217 －.023 .104 .177 .688 .105 －.025 .113

고객만족3 .067 －.021 .142 －.002 .064 .816 .135 .000

고객만족4 .213 .022 .070 .044 .038 .764 .090 .111

고객만족2 .160 .057 .065 .061 .035 .618 .176 .009

재구매2 .146 －.060 .058 .036 .067 .185 .802 .073

재구매3 .248 .138 .000 .137 .020 .049 .684 .050

재구매1 .095 .063 .229 .115 .112 .280 .667 －.001

포장2 －.049 .083 .007 －.079 .075 .112 －.031 .786

포장1 .169 .138 .072 .076 .033 －.022 .077 .724

포장3 .168 －.035 －.072 －.041 .006 .019 .064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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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제1장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신뢰도분석

신뢰도분석은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수행하며,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사용한다. 먼저 불러온 파일에서 상단 메뉴 [분석] → [척도] 

→ [신뢰도분석]을 선택한다.

[신뢰도분석] 창이 열리면 측정항목을 옮기기 전에 [통계량]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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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분석] 창에서 [통계량]을 클릭한다. [통계량] 창이 열리면 [항목], [척도], [항목제거시

척도] 등에 체크하고 [계속]을 클릭한다.

[신뢰도분석] 창에서 [항목] 란에 각 요인의 측정항목을 옮겨 넣고 차례대로 분석한다. 우선 

‘지각된 가격4 항목’을 옮기고 [확인]을 클릭하면 분석이 시작된다.

지각된 가격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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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는 8개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7개의 요인별로 측정항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신뢰도분석을 수행한다.

패키지 디자인 3개 항목

단기 판매촉진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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