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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common to quantify the concept of interest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to test a research hypothesis.

In such a cas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investigate if the procedure is appropriately design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he research purpose since the quantification procedure highly affects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work, we propose a visualization tool which enables us to check the construct

validity of a measurement tool (such a questionnaire) in a concise and convenient way based on a penalized

factor analysis model. We illustrate our method with numerical simulation and re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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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문사회학분야에서는연구의관심대상이리더쉽, 만족도, 적극성등과같이개념적인경우가많다. 이

러한 개념적인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개념을 수량화하여 통계
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념의 수량화 과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설문조사이다. 연

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설문조사에 의한 수량화 과정에 깊이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측정도구인 설문
지가연구목적에부합하게제대로만들어졌는지검정하는것은필수적인과정이라고할수있다.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잘 만들어졌는지는 크게 신뢰

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신뢰도는 설문지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

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타당도는 해당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
해 흔히 사용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방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평가를 손

쉽게 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통해 타당도평가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평가의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3절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타당도평가의 시각화방법을 소개하였다. 4절에서는 3절에

서 제안된 시각화 방법을 모의실험예제와 실제 자료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소개하였고 끝으로 5절에

서결론및추후에연구되어야할과제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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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평가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여러가지 개념을 다양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
하며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설문문항들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그룹화 되게 된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특별히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설문조사와 같은 측정도구로 얻어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에 응하는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자가 계획한 대로 설문문항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구성타당도 평
가는 본 연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소규모 예비조사연구
에서 많이 실시된다.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ampbell와 Fiske (1959)에서 제안된 multitrait-

multimethod matrix 방법을고려할수있으나실제설문조사에서는요인분석이많이 활용되고 있는상

황이다.

요인분석은 여러 관찰 가능한 특성(측정변수)들로부터 소수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발견해내는

통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변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원인이 되는 이론적
인, 그러나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요인분석은 상관계수 행렬의 구조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구축하고, 그와같은구조를생성시키는소수의요인을자료를기반으로식별하여,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자료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Kang 등, 2005). 설문지의 타당도평가에서는 각각의

문항을 측정변수라고 간주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종의 잠재변수라고 본다. 그리고 설문지가 연
구자가계획한대로개념을측정하였다면, 각각의개념을측정하기위해작성된문항들의그룹화된구조
와설문결과에요인분석을적용하여추정된요인구조가어느정도의일치성이있어야한다고판단한다.

논문의 전개를 위해 요인분석의 통계모형에 대한 수리적 특성을 간단히 서술한다. 먼저, 관측된 p개의

변수 X1, . . . , Xp가 p보다 작은 m개의잠재적 요인을나타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다음과같은 통계

적 모형을 고려하도록 하자(단, 관측된 p개의 변수들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되

어있다고가정한다).

X1 = l11F1 + l12F2 + · · ·+ l1mFm + ε1,

X2 = l21F1 + l22F2 + · · ·+ l2mFm + ε2,

...

Xp = lp1F1 + lp2F2 + · · ·+ lpmFm + εp, (2.1)

여기서 잠재변수 F1, . . . , Fm은 모든 관측된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이고, 확

률변수 εi는 i번째 측정변수 Xi에만 영향을 주는 독자요인(unique factor)이다. 흔히 추정의 편의성

을 위해 공통요인벡터 F = (F1, . . . , Fm)⊤와 독자요인벡터 ε = (ε1, . . . , εp)
⊤는 함께 다변량 정규

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E(F) = 0, E(ε) = 0, E(FF⊤) =

Im, E(εε⊤) = Ψ, E(Fε⊤) = O로가정한다. 이때 Im는 m차원항등행렬이고 Ψ는 i번째대각원소가

ψi로 주어지는 p차원 대각행렬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요인적재(factor loading) lij는 i번째 관측변
수 Xi와 j번째 잠재변수 Fj와의 상관계수가 되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는 lij를 i번째 관측변수에 대한
j번째 요인의 중요성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도분석에서는 주어진 설문자료 결

과를 바탕으로 요인적재 계수를 추정하고, 각각의 잠재변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적재계수 l̂ij의 절대값의

크기가어느정도이상이되는관측변수 Xi들에해당하는설문문항들이동일한개념을묻는문항들이라

고 분류한다. 그리고 이것과 초기 설문계획시에 의도한 문항 그룹을 비교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평가
하게 된다. 적재계수의 추정법은 일반적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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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며, 보다 단순화된 요인 구조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추정법과 함께 varimax 또는 quartimax와

같은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 또는 oblimin 또는 promax와 같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함께사용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이러한 적재계수의 추정에 의한 타당도분석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

계는 설문문항의 그룹화가 적재계수의 절대값에 대한 기준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 평
가의 결과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한계는 공통요인들이 각

각 특정 관측변수 그룹에만 영향을 주는 단순한 요인구조를 가지는 상황에서, 최대우도추정법과 요인

회전을 통해서 적재행렬을 추정했을 때 그러한 요인구조를 식별(identification)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Hirose와 Yamamoto, 201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Hirose와 Yamamoto (2015)의 성긴요인분석(sparse factor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Hi-

rose와 Yamamoto (2015)는 기존의 적재계수행렬추정을 위한 우도(likelihood)에 적재계수행렬의 성김

성(sparseness)을 유도하는 적절한 벌점(penalty)을 부여하는 벌점화최대우도추정법(penalized maxi-

mum likelihood estimation)을제안하였다. 아울러, 성김성을 좌우하는정규화모수(regularization pa-

rameter)를적절하게선택하면기존의요인회전과결합된최대우도추정법에비해요인구조를보다정확
하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계수 또한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다양

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규화모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타당도분석에 바로 활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정규화모수에 대해 추정된
요인적재행렬에 기반한 타당도분석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규화모수에 대해 추정된 요인적재행렬을 타
당도분석에용이하게종합적으로보여주는시각화방법(visualization method)을개발하고자한다.

3. 타당도평가의 시각화

이 절에서는 성긴요인분석(sparse factor analysis)을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요인적재행렬의 시각화방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긴요인분석은 요인들과 관측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구조의 특성 때문에 적재계수
행렬의 성김성(sparsity)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재계수행렬을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론이다. 성김

성을 고려한 적재계수행렬 추정방법으로는 Choi 등 (2011)와 Hirose와 Yamamoto (2015) 등을고려할

수있는데본연구에서는 Hirose와 Yamamoto (2015)의방법을사용하였다.

p개의 관측변수를 n번 관측하여 p차원 벡터 x1, . . . ,xn를 얻었다고 했을 때, 다변량정규분포 가정하에
서 적재계수행렬 L = (lij)과 독자요인벡터의 공분산행렬 Ψ의 추정을 위한 우도함수는 아래와 같이 주

어진다.

ℓ(L,Ψ) = −n
2

{
p log(2π) + log |Σ|+ tr

(
Σ−1S

)}
, (3.1)

여기서 S는 자료로부터 얻어진 표본분산공분산행렬이고 Σ = LL⊤ + Ψ이다. 이 우도함수 (3.1)에 적

재계수행렬 L의성김을위해적절한벌점함수를함께고려한벌점우도함수 ℓρ(L,Ψ)는아래와같다.

ℓρ(L,Ψ) = ℓ(L,Ψ)− n

p∑
i=1

m∑
j=1

ρP (|lij |). (3.2)

이 때 ρ는 추정된 적재계수행렬 L의 성김의 정도를 좌우하는 모수이며 P (| · |)는 벌점함수이다. 성김을

유도하는 벌점함수로 다양한 벌점함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Zhang (2010)에 의해 개발된

MC+ 벌점함수를사용하였다. MC+ 벌점함수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ρP (|θ|; ρ, γ) = ρ

(
|θ| − θ2

2ργ

)
I(|θ| < ργ) +

ρ2γ

2
I(|θ| ≥ ργ).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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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에서 γ는 MC+ 벌점함수 고유의 모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Hirose와 Yamamoto (2015)에서 제

안된것과같이 γ = 1.96를모의실험과실제사례분석에서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택된 정규화모수 ρ값 하나에 대해 하나의 적재계수행렬이 추정되며 ρ의 값이 커

질수록 더 성긴 적재계수행렬이 추정된다. 타당도분석을 위한 시각화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규화모
수 ρ를 0(최대우도추정법과동일한추정치를얻게되는정규화모수값)부터추정된적재계수행렬이영행

렬이 될 때까지 점점 증가시켜가며 특정한 공통요인 Fj에 대한 관측변수들 X1, . . . , Xp에 대한 영향력

을 나타내는 적재계수벡터 lj = (l1j , l2j , . . . , lpj)
⊤들을 차례대로 모아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의 값을 활

용하여 히트맵(heatmap)을 그리는 것이다. 그와 같은 히트맵을 각각의 공통요인에 대해 그려봄으로써
설문문항의그룹화경향에대한정보를얻고이를활용해설문문항의타당성을평가하고자한다.

Hirose와 Yamamoto (2015)는 벌점화우도 요인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적재계수행렬은 증가하는

정규화모수 ρ의격자(grid) P = {ρ1, ρ2, . . . , ρK}에서얻어낸적재계수행렬의열(sequence)을이용하여

얻어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때 ρK는 해당 적재계수행렬의 추정치가 거의 영

행렬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해 L̂ ≈ O를 만족하는 정규화모수값이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공통요인에 대
한 적재계수벡터 lj를 그러한 ρ의 값들에 대해 계산하여 히트맵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j번째 공통요인

에대한적재계수히트맵은아래의행렬 Hj로부터얻어진다.

Hj =
(
l
(ρK)
j · · · l(ρ1)j

)
. (3.4)

이 때 l
(ρk)
j 는 정규화모수가 ρk일 때 얻어진 공통요인 Fj의 적재계수벡터이다. 벌점화우도 요인분석으

로부터 행렬 Hj를 계산하는 모든 과정은 Hirose와 Yamamoto에 의하여 개발된 R package fanc를 사

용하였다.

4. 모의실험

제안된 시각화방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래의 식 (4.1)과 같은 모형하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했

다.

Xi =

{
0.5F1 + εi, i = 1, . . . , 5,

0.5F2 + εi, i = 6, . . . , 10.
(4.1)

모형 (4.1)은 설문문항이 10개의 문항이고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2개, 각 개념과 연관
된 설문문항이 5문항씩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4.1)로부터 50개의 자료 하나를 얻어

내어 그 자료에 대해 기존의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추정된 요인적재행렬 L̂을 구하였다. 적재계수행렬

의 해석의 편의를 위한 회전으로는 직교회전의 일종인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원래 탐색적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서는 추정할 공통요인의 수를 scree plot 등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타당도분석에서는 설문의 설계로부터 예상되는 공통 요인의 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공통 요인의 수 2개를 공통요인수로 설정하고 적재계수행렬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적재계수행렬은 아

래와같다.

L̂⊤ =

(
0.761 0.642 0.495 0.768 0.833 0.135 0.245 0 0 0

0 0 0 0.129 0 0.754 0.414 0.731 0.481 0.524

)
. (4.2)

추정된 적재계수행렬을 보면 설문문항 설계 시 문항그룹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나 몇 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overlap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l̂61 = 0.135나 l̂71 = 0.24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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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Heatmaps for the common factors of a toy example (The dotted line for each heatmap represents the

factor loading vector chosen by the EBIC in Hirose and Yamamoto (2015)).

같이 다른 적재계수들(l̂i1, i = 1, . . . , 5)보다 절대값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적재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타당도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도한다. 반면에, 동일한자료에대해두개의공통요인에대한히트맵을그리면 Figure 4.1과같다.

첫 번째 히트맵을 보면 첫 번째 공통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이 X6, . . . , X10임이 시각적으로 선명

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히트맵을 보면 첫 번째 공통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
이 X1, . . . , X5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과 연관된 변수로 X6, X7를 고려할 수 있

으나 다양한 성김정도하에서 추정된 적재계수벡터 프로파일(profile)과 Hirose와 Yamamoto (2015)에

서 제시된 EBIC에 의해 선택된 적재계수벡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X1, . . . , X5를 연관성있는 변수
로보는것이보다적절한결론이라고판단할수있다.

5. 실제사례분석 - 웹기반 성격평가설문자료

이 절에서는 제시된 시각화방법을 실제자료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 고려하는 자료는 SAPA라

는 웹기반 성격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이라는 조사의

결과 얻어진 2,800명의 자신의 성격을 자가평가한 설문결과이다. 사용한 자료는 psych라는 R pack-

age에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조사결과는 2,800명이나 결측이 전혀 없는 2,436명의 결과를 사

용하였다. 또한 원래 설문문항은 각 영역당 5문항씩 전체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3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15개의 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설문문항은 Table 5.1에 정리되

어 있는 것과 같으며 각각의 문항에 6점 척도로 답을 하도록 하여 설문결과가 얻어졌다. 설문문항 내용

에서 알 수 있듯이 A1, C4, C5, E1, E2는 역채점문항이기 때문에 분석전에 역코딩을 해주었다. 분석을

위한공통요인수는문항설계를참고하여 3개로하였다.

설문자료에 대한 히트맵은 Figure 5.1로 주어진다. 히트맵을 보면 설문문항들이 설계대로 각각의 개념

을적절하게측정하고있는것을쉽게알수있다. 또한, 삶의계획성과근면성을측정하는 C-type 문항

들과 감정동일시, 사회성, 자기확신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A-type과 E-type 문항들은 측정시에 약간의

overlap이 발생하는 면이 있음을 히트맵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히트맵에서는 세 번째 공통요인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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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Questionnaire items of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A: Compassion

A1 Am indifferent to the feelings of others.

A2 Inquire about others’ well-being.

A3 Know how to comfort others.

A4 Love children.

A5 Make people feel at ease.

C: Orderliness and Industriousness

C1 Am exacting in my work.

C2 Continue until everything is perfect.

C3 Do things according to a plan.

C4 Do things in a half-way manner.

C5 Waste my time.

E: Sociability and Assertiveness

E1 Don’t talk a lot.

E2 Find it difficult to approach others.

E3 Know how to captivate people.

E4 Make friends easily.

E5 Tak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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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Heatmaps for the common factors of questionnaire items of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The dotted line for each heatmap represents the factor loading vector chosen by the EBIC in Hirose and Yamamoto

(2015)).

관된 문항들로 E-type 문항과 함께 A3과 A5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A3과 A5문항이 감

정동일시와연관됨과동시에사회성과도상당히연관성이깊은문항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6. 결론 및 추후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벌점화요인분석에 근거해서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각화방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각화방법을 좀 더 정교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는 현재 개발된 요인분석이나 벌점화 요인분석 방법은

모든 관측변수들이 다변량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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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결과의 관측변수는 순서형변수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시각화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수가 순서형변수일 때 벌점화요인분석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공통요인별로 히트맵을 그려 요인별로 구성타
당도 평가를 하였지만 타당도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공통요인들의 적재계수벡터
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시각화방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위해 사용된 Hi-

rose와 Yamamoto (2015)의 벌점화요인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요인들 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현실에서 항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Hirose와 Yamamoto

(2014)와 같이 요인들간의상관관계를 고려한벌점화요인분석에기반한 시각화방법의 계발도 의미있는
추후연구방향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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