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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특수교육 연구의 동향
í

장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의 개발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관심

í

최근 국내외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증거 기반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 EBP) 강조
§ 1990년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증거 기반의 실제가 시작됨(Sackett et al.
1996)

§ 높은 질적 수준의 연구를 강조하며 질적 지표에 대한 기준이 발표됨
§ 미국: What Works Clearinghouse (2011)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14)
§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2)
í

연구의 질적 지표를 평가하며 중재의 효과를 종합·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분석 및 메타분석을 실시함(Maggin & Odom, 2014)

1.1 단일대상연구설계의 활용
í

집단 연구는 기본적으로 집단간의 동질성을 중요시하며, 충분한
표본의 크기에 의존함

í

전통적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시할 때 단일대상연
구설계를 많이 적용함(양명희, 2016; 이소현 외, 2000)

í

다양한 행동 특성을 지닌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1:1의 개별적인
중재가 필요함

í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간의 기능적인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음

í

사례별 중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음(Horner et al., 2005; Kratochwill
et al., 2010)

1.2 단일대상연구설계를 위한 질적 지표의 기준
í

미국 교육부의 교육과학연구소 What Works Clearinghouse
(https://ies.ed.gov/ncee/wwc)는 단일대상연구설계의 과학적
증거 자료에 대한 기준 6가지를 제시함(Kratochwill et al., 2013)
구간 내 분석

구간 간 비교

자료의 수준: 기초선 및 중재
구간 내 자료의 평균 점수

즉시성 효과: 중재구간의 마지막 세 자료의 평균
과 기초선의 마지막 세 자료의 평균의 차이

자료의 경향: 기초선 및 중재
구간 내에서 자료의 변화 정
도를 최적선의 기울기 값

비중복 정도: 기초선과 중재구간 간 자료가 비중
복되어 있는지의 정도 (PND, PAND, Tau-U)

자료의 변화율: 기초선 및 중
재 구간 내 자료의 범위와
표준편차

비슷한 구간 간 자료의 지속성: 같은 구간(기초선
또는 중재)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

1.3 시각적 분석의 예시
사례

학생
(가 )

학생
(나 )

분석 기준

기초선

중재

회기

3

11

평균

8.33%

77.27%

범위

0~25%

25~1
00%

경향

-4.81

6.36

즉시성 효과

―

33.33%

PND

―

81.82%

Tau-U

―

0.94**

회기

3

11

평균

0%

54.55%

범위

0%

50~75%

경향

0.00

0.23

즉시성 효과

―

50%

PND

―

100%

Tau-U

―

1.00**

*p < 0.1, **p < 0.05

(신미경, 2018)

1.4 비중복 비율에 기초한 중재 효과
(PND, PAND)
(Parker & Vannest, 2009)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ercentage of All Nonoverlapping Data

1.5 비중복 비율에 기초한 중재 효과
(Tau-U)
(Parker et al., 2011)

Mann-Whitney U 테스트와
Kendall's Rank 상관관계처럼 비모
수적 통계검정을 통하여,
유의확률(p)과 신뢰구간을 알려줌

*S = (+) 총 수 - (-) 총 수
*신미경 외(2016) 설명 참조

웹 기반 프로그램: http://www.singlecaseresearch.org/calculators/tau-u
(Vannest et al., 2016)

1.6 그래프 자료 추출의 필요성
í

단일대상연구설계를 적용한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분석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의 값을 알아야 함
§ 하지만 단일대상연구설계를 적용한 실험 연구들은 학생들의 원점수
는 보고하지 않고 시각적인 그래프 자료만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Boyle et al. 2013)

§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연구자들이 원저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대부분 응답률이 낮고(Manolov & Solanas, 2013), 더이상 자료가 존재
하지 않을 수 있음(Barlow et al., 2009)
§ 그래서 연구자는 시각적인 그래프의 데이터를 손 또는 디지털 방식으
로 추출하여 그래프를 코딩해야 함

1.7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í

최근 발표된 국내의 단일대상연구설계 메타분석들(김병건, 박유정, 2018;
신미경 외, 2016)

은 그래프 자료 추출을 위하여 GetData Graph

Digitizer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지만 본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사용성에 대한 연구가 없음

í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램의 타당도, 신뢰도, 사용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1.8 연구 문제
í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램의 공인타당도는
무엇인가?

í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프 자료를 추출한 코딩자간 신뢰도는 어떠한가?

í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생은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램의 사용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1 연구 방법: 가상의 그래프 그리기
í

그래프 추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선행문헌들은 가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사용함(Boyle et al.
2013; Flower et al., 2016)

í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하여 AB 설계와 같이 시계열
(time-series) 분석 형식으로 그래프를 구성

í

기초선과 중재구간의 자료들이 일정한 기준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함
§ 기초선: RANDBETWEEN(0,30)
§ 중재구간: RANDBETWEEN(31, 100)

<엑셀을 활용한 가상 그래프 그리기 예시>

2.2 그래프 자료 추출
í

평가자 1은 공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2.1의 과정을 거쳐 그려진 50개
그래프로부터 자료를 추출함(자료 수 = 750개 )

í

평가자 1은 x축과 y축의 최소값 및 최대값을 이용하여 단위 설정

í

마우스로 데이타 위에 점을 찍어서 프로그램이 시각적인 그래프를
수치화시키도록 함

í

디지털화된 개별 구간의 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자동으로
코딩됨

í

평가자 2는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그래프 중 무작
위로 선택된 25개 그래프(자료 수 = 375개), 평가자 3은 나머지
25개 그래프(자료 수 = 375개) 독립적으로 코딩함

<GetData Graph Digitizer 활용 예시>

2.3 프로그램 사용성 검사지
í

시스템 사용성 척도(System Usability Scale;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1986)을 수정·보완함

í

배경 정보(3문항), 시각적인 자료 사용 경험(3문항),
GetData Graph Digitizer 2.26에 대한 평가(3문항),
시스템 사용성 척도 (10문항)

í

구글 온라인 설문 goo.gl/VYqxEX

2.4 자료 분석
í

공인타당도 분석: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엑셀기
반의 원자료와 GetData Graph Digitizer 온라인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추출한 자료 간의 Pearson’s r 상관계수를
구함(Flower et al., 2016)

í

평가자간 신뢰도 분석: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평가자 1과 평가자 2의 코딩 자료에 대해 Pearson’s r
상관계수를 1차로 구함. 평가자 1과 평가자 3의 코딩 자료에
대해 상관계수를 2차로 구함(Flower et al., 2016)

í

사용성 검사: 빈도 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함

3.1 공인타당도 분석 결과
• 가상 그래프 수 = 50개
• 추출한 자료 수 = 750개

GetData Graph Digitizer 2.26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그래프로부터
추출한 750개의 자료는 원자료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r = 1.00, p < .001)

3.2 평가자간 신뢰도 1
• 가상 그래프 수 = 25개
• 추출한 자료 수 = 375개

평가자 1이 GetData Graph Digitizer 2.26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그래프로부터 추출한 375개의 자료는 평가자 2가 추출한 자료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r = 1.00, p < .001)

3.3 평가자간 신뢰도 2
• 가상 그래프 수 = 25개
• 추출한 자료 수 = 375개

평가자 1이 GetData Graph Digitizer 2.26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그래프로부터 추출한 375개의 자료는 평가자 3이 추출한 자료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r = 1.00, p < .001)

3.4 사용성 검사 (인적 사항)

3.5 사용성 검사 (시각적인 자료 사용 경험)

<GetData Graph Digitizer 프로그램 사용 경험>
• 6개월 미만 사용자 = 3명, 6개월-1년 미만 = 4명, 1년 이상 = 2명
• 모두 컴퓨터에서 사용함

3.6 사용성 검사 (시스템 사용성 척도 결과)
시스템 사용성 척도

평균(표준편차)

1. 나는 GetData Graph Digitizer 프로그램(이하 본 프로그램)을 종종 사
용하고 싶다.

4.44(0.73)

2. 나는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2.56(0.73)

3. 나는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쉽다고 생각한다.

3.67(1.12)

4. 나는 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이해하려면 기술자의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3.11(1.45)

5. 나는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이 잘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3.67(0.87)

6. 나는 본 프로그램이 일관성 없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2.11(0.78)

7.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3.89(0.93)

8.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2.44(1.01)

9. 나는 본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4.11(0.60)

10. 나는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좀 더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3.33(1.22)

*1 = 매우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4. 논의
í

본 연구에서 GetData Graph Digitizer 프로그램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매우 유의미하게 높았음

í

하지만 추후에 평가자들이 함께 단일대상연구설계의 그래프를 코딩
할 때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사진의 크기 및 점을 찍는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í

그래프에서 자료를 추출할 때 평가자들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함
(예: 자료의 중간을 찍음)

í

실제 현장에서의 학생의 행동(종속변인) 점수는 주로 자연수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자는 소수점으로 찍힌 엑셀 자료를
보고 어떤 자연수인지를 재확인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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