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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 적합한 코치-선수와의 관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코치-선수 관계 척도는 Kim과 Park (2008)이 개발한 한국

판 척도를 검사내용에 기초한 증거를 토대로 수정 (11문항, 7척도)하여 아마추어 골프 선수 217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WINSTE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asch 모형

의 기본가정인 일차원성을 검증 (주성분 분석)하였으며, 응답범주에 적절성은 단계조정값 (step cal-

ibration)을 통해 규명하였다. 이때 적합도 지수 (infit, outfit)를 통해 문항별 적합도를 검증하였으

며, 골프경력 (10년미만, 10년이상)에 따라 차별기능문항을 추정하였다. 문항별로 추정되는 적합지수

가 1.30 이상을 부적합하게 판단하였고, 분석에 모든 유의수준을.0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Rasch

측정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관찰분산이 20% 이상 (33.7%)으로 나타나 11문항의 일차원성 가정은 만

족하였다. 그리고 응답범주 (7척도)를 단계조정값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부적합하게 나타나 5점 척도

로 재점수화하여 재분석한 결과에서 적합하게 나타났다. 특히 체계화된 응답범주 (5척도)를 이용하여

문항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상보성 요인에서 문항 10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과 문항

11 (나는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이 부적합 문항으로 나타났고 골프경력에 따라 차별기능문항 추정

결과에서는 상보성 요인인 문항 11이 경력에 따라 비균일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합하고 차별되는 두 문항을 제거하여 아마추어 골프 선수에게 적합한 코치-선수 관계 척도는 9문

항에 5점척도가타당한것으로규명되었다.

주요용어: 라쉬모형척도, 아마추어골프선수, 코치-선수관계.

1. 머리말

운동선수와 지도자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골프 종목에서는 1:1 교습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코치-선수 관계에 따라 선수

의 능력이 향상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타이거 우즈 (Tiger Woods) 선수를 보면, 7년 동안 자신을 지

도한 행크 헤이니 (Hank Haney)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경기력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새로운 지

도자 션 폴리 (Sean Foley)를 만나 웨지, 퍼트, 드라이버 샷 기술이 전성기 시즌처럼 좋아지면서 제 2의

전성기를맞이하게되었다. 이는타이거우즈선수도지도자의관계에따라경기력이결정될수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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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골프 선수들은 자신의 지도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이렇듯 운동

선수의실력이수준급이라도기량향상을위한지도자의과학적인접근에의한코치-선수간의관계가형

성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힘든 스포츠가 바로 골프 종목이다 (Kim 등, 2012; Lee,

2002).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와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도 코치-선수 간의 상호적인 관계로 인

해 경기력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운동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마추

어 골프 선수들 입장에서는 코치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Coakley, 1990; Wylleman,

2000). 즉 개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치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

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는 코치-선수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거나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적으로 수행되

어질필요성이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골프종목에적합한코치-선수관계에대한척도가개발되지않

은상태라타종목에서개발된척도를적용시키고있는실정에있다.

구체적으로 Jowett (2003)는 코치-선수 관계를 친밀감, 헌신 및 상보성 등의 인과적 연계로 도달된다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Jowett는 2004년 Ntoumanis와 함께 코치-선수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학자들 (Eys 등, 2007; Philippe와 Seiler, 2006)은 선수-코치간의 관

계가 긍정적인 사고로 인지될수록 만족하는 수준이 높으며, 해당 종목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하였다. 또한선수-코치간의긍정적인관계로운동선수들에게는응집력및의사소통, 정직성등의사

회?심리적영역도긍정적인효과가나타난다는사실도규명되었다.

더불어 국내 스포츠심리학자들도 코치-선수간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면서 다양한 리더십 척도로 규명

했던 과거와는 달리, Kim과 Park (2008)이 9개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아이스하키, 럭비,

필드하키, 소프트볼) 팀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판 코치-선수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스포츠현장에서코치-선수간의관계가운동선수들의심리적욕구에조절변인으로작용되고운동만족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면서운동수행력에대한지속및포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선행변인역할로

작용되고있음을규명하였다 (Park, 2011; Yoo 등, 2012; Hwang과 Park, 2012).

그러나 한국판 코치-선수 관계에 대한 척도를 개발할 시 연구대상에서 선정된 종목 중에 골프 관련 지

도자및선수들은제외되었다. 이는측정학적관점에서특정집단이지닌고유특성에따라질문지해석

에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척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관점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즉 Kim과

Park (2008)이 개발한 척도는 골프를 제외한 9개 종목에 대한 요인구조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골프 종목

으로확장시켜사용될경우에는문항별해석이타종목들과상당한차이를보일수있고요인구조에서도

차이가있어전체적인해석이다를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종목에 기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기존의 코치-선수 관계를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대상으로 골프 종목에 적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선수-코치 관

계를측정할수있는척도를제시하였다. 즉스포츠라는동질적인문화적현상인에믹 (emic)에반해대

상에따라문화적차이를보인다는에틱 (etic) 현상의개념으로접근하였다 (Kim과 Oh, 2008).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단이 지닌 특정 속성에 의해 문항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등과 같은 문항 특성

이 변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항반응이론 (IRT)의 1모수 모형인 Rasch 모형을 적

용하는데의미가있다. Rasch 모형은피험자들의능력수준에서공정하게비교할수있도록측정점수를

동등하게 만들어 분석하기 때문에 추정된 지수가 비교적 정확한 통계기법으로 (Baker, 1985; Wright와

Panchapakesan, 1969) 척도의 타당성을 규명하에 적합한 기법이다. 고전적인 통계 분석기법 (상관분

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등)에 비해 안정적인 지수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

골프와 관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Lee 등, 2013; Kim과 Cho, 2013)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적용하여 아마추어

골프선수를위한코치-선수관계척도의타당도를검증하는데궁극적인목적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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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2013년도 연맹에 등록된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모

집단으로 선정한 후, 층화표집법에 의해 아마추어 골프 선수 250명 (중=80, 고=75, 대=95)을 표집하

였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고 판단되는 33명을 제외하고 최종 21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의학년 (중·고·대)에따른연구대상빈도는다음 Table 2.1과같다.

Table 2.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Frequency (n ) Percent (%)

Middle school 73 33.6

High school 71 32.7

University 73 33.6

total 217 100.0

2.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아마추어 골프 선수에게 적합한 코치-선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타당화시키기 위

해 Kim과 Park (2008)이 검증한 한국판 코치-선수 관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전문가 집단 (골프 지도자, 체육측정평가 및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을 구성하여 문항 내용을 골프

종목에 맞게 수정하여 전문가 집단이 모두 동의하는 과정 등, 즉 검사내용에 기초한 증거를 토대로 아마

추어 선수가 코치와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3 (헌신, 친근감, 상보성) 요인에 11문항,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질문지로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코치-선수

의관계가긍정적이라고해석한다. 3요인에 11문항의내용은 Table 2.2와같다.

2.3. 자료처리

문항반응이론의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코치-선수간의 관계 척도를 타당

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Rasch 모형의 기본가정인 일차원성을 검증하였다. 구

체적으로 Winstep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잔차분석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Rasch

모형에서는 표준화된 잔차분석을 통해 검사가 의도하는 심리적 구인에 대한 일차원성 검증이 가능하

다 (Linacre, 2007; Seol, 2007). 즉 측정된 자료의 관찰값과 모형의 기댓값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잔차

가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분산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잔

차분석이 이용된다. 제시되는 1요인의 설명분산 (%)이 20% 이상이면 일차원성을 지지한다 (Reckase,

1979).

그리고 일차원성을 검증한 후, 문항 응답범주의 적절성과 문항의 적합도, 그리고 골프경력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differential item function)을 추출하였다. 문항 응답범주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검사내용에 기초한 증거로 결정한 7점 척도의 단계조정값 (step calibration)이 크기순으로 배열되

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문항의 적합도 검증은 통계적으로 산출되는 내적합지수 (infit)와 외적합지수

(oufit)가모두 1.30을초과하는문항을부적합하게판단하였다 (Linacre와 Wright, 1994).

마지막으로 골프경력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DIF)를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골프경력

비율이 50%인 10년을기준 (10년미만, 10년이상)으로두집단간에능력및속성(logit)에차이가없는

지를 Facets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였다. 골프경력과 관계없이 두 집단간에 속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차별이 되는 문항은 자유도가 1인 카이자승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여 추출하였다.

이연구에서적용한모든추리통계유의수준은.05로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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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ntent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factor number content

Commitment

1 I have very closely relationship with my coach.

2 I am devoted to my coach.

3 I think that my coach give me the athlete career.

Intimacy

4 I like my coach.

5 I believe my coach.

6 I respect my coach.

7 I appreciate that my coach supports to improve my ability.

Compensation

8 I feel comfortable when my coach is teaching.

9 I do my best when my coach gives me strength.

10 I do my best when my coach is teaching.

11 I have hospitable posture when my coach is teaching.

3. 결과

3.1. 일차원성 검증

Rasch 모형에 일차원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는 Figure

3.1, Table 3.1과같다.

Table 3.1 Unidimensionality investigation for standardized residual

Eigenvalue Cumulative (%)

Explained variance (M)
Person (P) 5.2 30.7

Item (I) 0.5 3.0

Unexplained variance (U) 11.0 66.3

Total raw variance (T) 16.6 100.0

T는 전체관찰분산 (total raw variance)으로 100%이며, 전체분산(100%)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차

지하는 관찰분산 (explained measures variance)이 33.7%로 나타나 일차원성을 만족하였다. 구체적으

로 피험자 (P)의 설명분산은 30.7% (고유값 5.2)와 문항 (I)의 설명분산이 3.0% (고유값 0.5)의 합으로

본검사도구 (측정척도)의일차원성을지지한다고할수있다 (설명분산이 20%이상). 그리고 U는설명

되지 못하는 관찰분산으로 설명분산의 역치인 66.3% (고유값 11.0)으로 나타났으며, U값 중에서 차지

하는요인1 (U1), 요인2 (U2), 요인3 (U3), 요인4 (U4), 요인5 (U5)의설명분산을보여주고있다.

Figure 3.1 Standardized residual variance graph (unidimensionalit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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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응답범주의 적절성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검사내용에 기초한 증거를 통해 결정한 응답범주가 적합

한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척도점수가 증가할수록 응답한 피험자는 코치와의 관

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능력 (속성) 추정치 역시 증가되어야 한다. Figure

3.2는응답확률곡선으로 X축은피험자의속성과문항의난이도사이의로짓값의차이 (person measure

relative to item difficulty)이고, Y축은특정응답범주가선택이될확률을나타낸다.

Figure 3.2 Probability curve of item category

Table 3.2 Step calibration of item category

Scale frequency percent infit outfit step calibration

1 37 2 .97 .98

2 249 10 1.07 1.09 -3.19

3 466 20 .91 .90 -1.22

4 957 40 .91 .90 -.87

5 580 24 .86 .87 .74

6 72 3 1.24 1.21 2.66

7 26 1 1.24 1.20 1.87

Table 3.2에 의하면 척도 3과 척도 4에 60%의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척도에 반응한 피험자의 적합

도는모두 1.30이하로양호하게나타났다. 단계조정값 (step calibration)은범주확률곡선의 7개척도

가 서로 교차하는 여섯 점의 수치를 나타낸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면 적용한 7점 척도에

피험자가 반응하는 형태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5점 척도와 6점 척도의 교차점의 단계조

정값 (2.66)이 6점 척도와 7점 척도가 교차점의 단계조정값 (1.8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

에 적용한 7점 척도가 유용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주체계를 재조정하였다. 응답빈

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점 척도와 2점 척도, 그리고 6점 척도와 7점 척도의 빈도를 묶음 (parceling)으

로 5점범주체계로재점수화 (rescoring) 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 Figure 3.3과 Tabel 3.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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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robability curve of item category in parceling

Table 3.3 Step calibration of item category in parceling

Scale frequency percent infit outfit step calibration
1 286 12 1.07 1.09
2 466 20 .92 .93 -1.46
3 957 40 .92 .90 -1.17
4 580 24 .85 .86 .49
5 98 4 1.24 1.23 2.13

Table 3.3에 척도에 반응한 피험자의 적합도는 모두 1.30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조정한 단계조

정값은 범주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gure 3.3을 보면

5개의척도가서로교차하는네점의수치가 -1.46 (1첨척도와 2점척도교차점), -1.17 (2점척도와 3점

척도의 교차점), .49 (3점 척도와 4점 척도의 교차점), 2.13 (4점 척도와 5점 척도의 교차점)으로 점차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3. 문항의 적합도

이 연구에서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 7점 범주체계에 비해 5점 범주체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

타났으므로 5점 범주체계 (1=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그렇

다)를이용하여문항의적합도를추정하였다. 그결과는다음 Table 3.4와같다.

문항 11 (나는우리코치에게지도받을때호의적인자세를취한다)과문항 10 (나는우리코치에게지

도 받을 때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의 문항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문항의

내적합도와 외적합도가 모두 1.30 이상으로 골프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데척도에부적합한문항임을확인하였다.

Table 3.4 Goodness-of-fit of item

item difficulty (logit) infit outfit
10 .21 1.80 1.82
11 .43 1.42 1.42
1 -.39 1.24 1.25
8 -.27 1.20 1.20
6 -.40 1.08 1.08
3 .00 .74 .75
2 .09 .73 .73
4 .16 .71 .72
9 .07 .69 .69
7 .04 .69 .68
5 .05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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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별기능문항 추출

이 연구는 아마추어 골프 선수에게 적합한 코치-선수 관계에 대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골프 선수

의 경력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이 코치와의 관계에 응

답하는데 동일한 능력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라 차별이 되는 부적합한 문항을 통

계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된 골프 선수들의 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에 따른 응답속성

(logit)에차이가없는지를검증한결과는 Tabel 3.5와같다.

Table 3.5 Differences in logit across career

logit SE infit outfit χ2 df p

< 10-year .01 .03 1.00 1.01 .200 1 .63

≥10-year -.01 .04 .98 .98

경력 (10년미만, 10년이상)에 따른 응답속성 (logit)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χ2 =.200, p=.63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골프경력을 가진 아마

추어 골프선수간의 동일한 응답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골프경력에 따라 코치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하는 속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되는 문항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3.6과같다.

문항 11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의 경우, 10년 미만 경력의 측정

치에서 난이도 (logit)가.58로, 10년 이상 경력의 측정치가.12로 χ2 =7.357, p=.006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logit 값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대답 (“그렇다”)하는데 상대

적으로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차별기능문항으로추정된문항 11번은동일한응답속성을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미만의 경력 응답자가 10년 이상의 경력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반응하

기어렵게차별되고있음을알수있다.

Table 3.6 Analysis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for career

item < 10-year ≥10-year χ2 p

1 -.42 -.33 .289 .590

2 .09 .09 .000 1.000

3 -.08 .16 1.978 .159

4 .12 .24 .505 .477

5 .05 .05 .000 1.000

6 -.32 -.56 1.803 .179

7 -.05 .24 2.905 .088

8 -.27 -.30 .059 .806

9 .04 .14 .327 .567

10 .26 .12 .648 .420

11 .58 .12 7.357 .006

Figure 3.4는 차별기능문항으로 추정된 11번 문항에 대한 경력 (×선=10년 이상, -선=10년 미만) 에

따른 측정치 (척도점수)의 변화정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가로축은 피험자의 응답속성 (코치와의 관

계 속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적용된 측정치 (5점 척도)를 나타낸다. 골프 경력에 따라 응답속성의 차

이가 없다면 (Table 3.5) 10년 이상 (×) 경력선과 10년 미만 (-) 경력선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

기능문항으로추정된 11번문항은두특성곡선이일치하지않는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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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IF tendency (item 11) across golf career (below 10yr. over 10yr.)

4. 논의 및 결론

코치-선수 관계 척도는 체육의 사회심리 분야로 인간의 적합한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화 된 척도가 필요하다 (McGrae, 1985).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추어 골프 선

수를 위한 코치-선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Kim과 Park, 2008)를 고려한 적합한 척도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치-선수 관계 척도를 문항반응이론의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고전적

인 타당도 검증에서 벗어나 척도를 타당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심리검사들의 난이도를 추정하고

난이도를 공통 척도상에서 비교하며 피험자의 능력을 난이도 수준과 동일한 척도상에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지녀보다객관적으로척도를추정할수있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문항반응이론의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요인별 부적합한 문항을 산출하고 경력별 문항차별기능도 확인한 후, 문항응답범주의

적절성을판단하였다.

우선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코치-선수 관계 척도를 측정하는 11문항은 Rasch 모형의 기본가정

인 일차원성을 만족하였다. 다시 말하면 11문항은 상호간 독립적으로 코치-선수 관계를 하나의 요인으

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코치-선수 관계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는 Kim과 Park (2008)이 개

발한 척도에서 3 (친근감, 헌신, 상보성)요인의 구조와 동일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선행연구에

서 코치-선수 관계 척도는 단체종목 선수들에게 적용하여 개발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종목인 골프 선

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선수들은 코치-선수 관계 척도와 같은 사

회·환경적 요인간의 관련성이 다르고 이는 다양한 행동적 결과변인들과 관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
다 (Amorose와 Anderson-Butcher, 2007). 종목특성상요인구조가다르게타난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 분석조건을 만족시킨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코치-선수 관계 척도의 문항별 적합도 분석

결과, 문항 10 (지도받을때, 최선을다할준비가되어있다)과문항 11 (지도받을때, 호의적인자세를

취한다)의 내적합 (10=1.80; 11=1.42) 및 외적합 (10=1.82; 11=1.42) 지수가 1.30이상으로 부적합하

게 나타났다. 즉 1.30이상으로 측정된 문항 10과 11은 능력이 높은 개인이 극단적으로 낮은 난이도 문

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Wright과 Master, 1982)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이 문항

10과 11에 응답할 시, 망설이지 않고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지 못하게 혼동을 주는 문항이다. 그 이유

가 문항 10의 ‘최선’과 문항 1의 ‘호의적인’이라는 표현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응답시 혼동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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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문항 11은 차별기능문항 (DIF)으로 나타나 문항의 기능이 다

르다는 것을 보였다. 즉 같은 능력 수준을 지닌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때문

에 문항에 답을 맞힐 확률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KSEE, 1995). 즉 문항의 편파성이 존재한다는 것

으로 문항 11은 부적합 문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코치-선수 관계 척도에

서적합한문항수는전체 11문항에서 2문항이삭제된 9문항이다.

마지막으로 응답 반응범주는 7점 척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

7점 척도는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응척도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각 범주 간

의임계값이순서대로증가해야하나범주 6 (2.66)과범주 7 (1.87)이반대로나타났다. 이러한범주사

용이 불규칙한 형태로 사용된다면, 기대하는 값과 달리 높은 수준의 응답자가 낮은 범주를 선택하고 낮

은 수준의 응답자가 낮은 범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에게 7점

척도의 반응범주는 문제가 있어 범주를 재조합시켜 재점수화 시킨 결과, 5점 척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듯 반응척도로 사용되는 서열척도는 척도의 개발자에 의한 경험과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Chung, 2011). 즉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척도에 반응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고려한반응척도의유형을결정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한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위한 코치-선수 관계 척도는 1요인에 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응답 반응 범주가 5점 척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아마추어 골프 선

수들에게 코치와의 관계를 규명할 시, 본 연구에서 규명한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골프 대상

자를 위한 도구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및 프로 등의 다양한 골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

속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계적 관점에서 고전검사와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진

행되어관련연구자들에게분석적관점에서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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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coach-athlete relation-

ship scale suitable to amateur golf players by applying the Rasch rating scale model.

As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the Korean form of scale developed by Kim

and Park (2008), which was revised based on the evidence on the basis of inspection

contents, was used to conduct a survey on 217 amateur golf athletes. And the unidi-

mensionality,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e Rasch model, was verified using the

WINSTEPS program,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tem category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tep calibration. The goodness of fit of each question was tested through

the goodness-of-fit index and th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was estimated ac-

cording to the golf career. When the goodness-of-fit index estimated for each question

was 1.30 or more it was judged unfit and the significance level in the analysis was all

set as.0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easures variance explained by

the Rasch measurement model was more (33.7%) than 20%, so the unidimensionality

assumptions of the 11 questions (..hospitable posture when my coach is teaching) were

satisfie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tem category (7 scale) with step calibration was

found to be unfit, but in the result of reanalyzing by rescoring into a 5-point scale, it

was found to be fit. Particularly, in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goodness-of-fit using

the systematized item category (5 scale), Question 10 (...my best when my coach is

teaching) and Question 11 were found to be unfit, 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differential functioning item according to golf career, Question 11 was found to be un-

evenl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olf career. So the 5-point scale of Question 9 after

eliminating the two questions which were unfit and differentiated was validated to be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suitable to amateur golf athletes.

Keywords: Amateur golf players,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Rasch rating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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