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체육측정평가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4시간 이론 / 실습 이론+실습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체육측정과 평가의 전반적인 개념과 과정(측정계획, 측정도구 및 방법, 측정평가 등)을 이해한다.

2. 세부적으로 인체 측정, 체형과 신체구성 측정, 생물학적 성숙의 측정, 건강 및 운동수행 관련 체력 측정, 스포츠 기술 검

사, 인지영역의 검사, 감성행위의 검사 과정과 평가 방법을 이해한다.

3. SPSS 및 SAS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 처리 과정 실습을 통해 지도하는 대상자들의 운동 능력과 기능을 과학적인 방법으

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新 체육측정평가 /유승희, 김형돈, 송종국, 윤형기/ 대경북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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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체육측정과 평가
2. 강의목표
  - 체육측정과 평가의 개념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육학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체육 측정 변화를 살펴보
고, 측정(measurement), 검사(test), 평가(evaluation)의 개념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5~16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체육측정과 평가
2. 강의목표
  - 체육측정평가의 목적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육측정과 평가의 목적(동기부여, 성취도, 향상, 진단, 
처방, 점수부여, 학습지도의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 평가계
획, 분류, 예측)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7~20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통계의 의의를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통계학 및 통계의 의의를 이해하고, 각종 통계지표(스포
츠 현장, 경제 상황 등)를 통해 현대생활에서의 통계의 중요
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1~262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통계의 개념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통계의 개념과 목적, 통계적 방법(기술통계, 추리통계), 
통계학의 목적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2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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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체육측정과 평가
2. 강의목표
  - 체육측정평가의 조건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측정과 평가의 조건(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규준, 경제
성)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0~22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체육측정과 평가
2. 강의목표
  - 체육측정평가의 경향과 영역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측정과 평가의 경향과 영역(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유
형(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2~26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통계의 기본적 구성요인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통계의 기본적 구성요인 중 변인(variable)의 정의와 종
류(질적 변인, 양적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속적 변인, 
비연속적 변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3~264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통계의 기본적 구성요인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통계의 기본적 구성요인 중 전집(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sample), 모수치(parameter)와 통계치(statistics)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4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3

1

1. 강의주제
  - 측정의 이해
2. 강의목표
  - 측정변인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측정변인의 정의와 종류(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비연속자료와 연속자료)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31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측정의 이해
2. 강의목표
  - 변인의 역할과 기능에 의한 분류를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질적변인과 양적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기준변인과 
예측변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32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자료의 정리를 위한 통계처리과정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를 구분하고, 빈도분포의 점수범위, 
급간의 크기, 급간의 점수한계, 정확한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4~268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자료의 정리를 위한 통계처리과정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빈도분포 작성법(막대그래프와 절선그래프, 누가빈도분
포, 누가백분율 곡선, 부적분포, 정적분포, 정상분포, 백분위, 
백분점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68~273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1. 강의주제
  - 측정의 이해
2. 강의목표
  - 규준지향 검사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규준지향 검사의 타당도{내용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
도(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구인관련 타당도}에 대해 이해
한다.
  - 규준지향 검사의 신뢰도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2~41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측정의 이해
2. 강의목표
  - 준거지향 검사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준거지향 검사의 타당도(영역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
에 대해 이해한다.
  - 준거지향 검사의 신뢰도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41~43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집중경향치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집중경향치를 나타내는 중심집중치(최빈치, 중앙치, 평균
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3~275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집중경향치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집중경향치를 나타내는 빈도분포의 유형(좌우 대칭적인 
정상분포, 쌍봉분포, 부적분포, 정적분포)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5~276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5 1
1. 강의주제
  - 인체측정
2. 강의목표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45~47p)



  - 인체측정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인체측정의 개념과 역사, 절차와 측정도구 및 목적을 이
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정기과제물 부여
 가. 주제 :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
여 설명하시오.
 나. 제출 주차 : 6주차

2

1. 강의주제
  - 인체측정
2. 강의목표
  - 인체측정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중, 신체 길이, 신체 너비, 신체 둘레, 피부두겹두께의 
측정 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48~88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분산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분산도 중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의 공식을 통해 계산 
방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6~278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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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분산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분산도 중 변량과 표준편차의 공식을 통해 계산 방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8~279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6

1

1. 강의주제
  - 체형과 신체구성의 측정
2. 강의목표
  - 체형의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비
교‧분석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형의 평가방법 중 Sheldon의 방법, Parnell의 M.4 편
차도표 방법, Heath-Carter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방법들 간
의 차이점과 체형분포도 작성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89~97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정기과제물 제출
  - 주제 :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1. 강의주제
  - 체형과 신체구성의 측정
2. 강의목표
  - 신체구성의 모형과 요소들의 측정법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신체구성 5단계 모형(원자, 분자, 세포, 조직, 전신)을 알
아보고, 각 요소들의 측정 방법(신체밀도 측정, 총수분량 측
정, 신체칼륨 측정, 이중 X선 흡수계측법, 생체전기저항법, 피
하지방법, 초음파법, 컴퓨터 단층촬영법, 자기공명영상법, 크
레아틴법)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98~110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표준점수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표준점수(Standard score : Z)의 개념을 알아보고, 표준점
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79~280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정상분포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81~284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의 개념을 알아보고, 정상
분포의 수리적 공식과 표준정상분포 곡선의 면적비율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7

1 중간고사
2 중간고사
3 중간고사
4 중간고사

8

1

1. 강의주제
  - 생물학적 성숙의 측정
2. 강의목표
  - 성숙의 개념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생물학적 성숙의 개념과 평가 및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11~112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생물학적 성숙의 측정
2. 강의목표
  - 성숙의 측정과 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생물학적 성숙의 평가 방법(골격 성숙, 성적 성숙, 신체
적 성숙, 치아 성숙)에 대해 알아보고, 성숙척도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12~124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SA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3. 강의 세부내용
  - SAS 프로그램의 작성 및 실행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84~286p)
 나. 기타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SA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3. 강의 세부내용
  -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하고, 출력 결과의 해석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84~286p)
 나. 기타
  - SAS Program

9

1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2. 강의목표
  - 체력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25~130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2. 강의목표
  - 체력 검사의 목적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체력 검사의 목적(현재 체력 수준의 진단, 안전 및 유효 
기준의 제공, 운동목표의 성취도 평가, 교육 및 동기의 유발, 
운동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30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상관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관계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원점수를 이용한 적
률상관계수 계산 방법과 적률상관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87~291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상관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관계수의 해석 방법과 종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Spearman의 등위차 상관계수, 양분상관계수, 양류상관계수, 
사간상관계수, 파이계수, 유관계수, Kendall의 등위상관계수, 
등위양분상관계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91~296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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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2. 강의목표
  - 근력, 근지구력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근력의 개념과 등장성 근력평가(1RM), 등척성 근력 평가
(악력)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근지구력의 개념과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에서 팔굽혀펴기, 손 짚고 다리 펴서 일어나기, 등속성 
근기능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31~143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2. 강의목표
  - 순발력, 민첩성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순발력의 개념과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Ma
rgaria-Kalamen 순발력 검사, 메디신볼 던지기, 수직 팔 뻗기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민첩성의 개념과 전신반응시간 검사, 선택반응 검사, 손 
반응 검사, 발 반응 검사, 두드리기 검사, Side step 검사, 부
메랑 달리기 검사, 왕복 달리기 검사, 지그재그 달리기 검사, 
점프 스텝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43~154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추리통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추리통계 표집방법(단순무선표집, 체계적표집, 유층표집, 
군집표집, 다단계표집, 할당표집, 목적표집, 임의표집, 배합표
집)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96~299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추리통계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추리통계 가설검증(가설진술, t분포, 자유도, 유의도 수준, 
t-검증, SAS를 이용한 t-검증, 비모수 검증)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99~311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11 1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1. 학습자료
 가. 교재



2. 강의목표
  - 유연성, 평형성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유연성의 개념과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 어깨 
유연성 검사,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 엎드려 상체 젖히기 
검사, 몸통 유연성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평형성의 개념과 외발서기 검사, Bass 정적 평형성 검사, 
물구나무서기 검사, 직선 보행 검사, Bass 동적 평형성 검사, 
공의 균형유지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주교재(155~163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건강 ‧ 운동수행 관련 체력 검사
2. 강의목표
  - 전신지구력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신지구력의 개념과 호흡기능의 검사, 순환기능의 검사, 
맥박 변화를 통한 순환기능 검사, 혈압 및 맥박변화를 통한 
순환기능 검사, 최대심폐지구력 검사, 최대심폐지구력 예측을 
위한 최대하부하 검사, 달리기를 이용한 전신지구력 측정, 지
구력지수에 의한 전신지구력 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63~179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분산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분산분석을 하기 위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1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분산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일원분산분석 통계 과정을 알아보고, 결과(SS, df, 변량추
정치, F값) 해석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2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12

1

1. 강의주제
  - 스포츠 기술 검사
2. 강의목표
  - 스포츠 기술 검사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대한 특수한 기능 검사
를 의미하는 스포츠 기술 검사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81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 기술 검사
2. 강의목표
  - 스포츠 기술 검사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 기술 검사의 유형(거리의 측정, 제한된 시간에 실
행한 횟수의 측정, 속도의 측정, 정확성의 측정, 폼의 측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82~185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평균치의 사후비교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Tukey 검증방법의 개념과 통계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1~315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평균치의 사후비교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Newman-Keuls 검증방법의 개념과 통계 절차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5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13

1

1. 강의주제
  - 스포츠 기술 검사
2. 강의목표
  -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축구, 농구, 배구, 야구와 소프트볼, 배드민턴, 테
니스) 기술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185~207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정기과제물 부여
 가. 주제 : 체력의 요인별 측정 방법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 제출 주차 : 14주차

2

1. 강의주제
  - 스포츠 기술 검사
2. 강의목표
  -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핸드볼, 체조, 골프, 양궁, 수영) 기술 검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07~214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평균치의 사후비교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Scheffe 검증방법의 개념과 통계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5~317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평균치의 사후비교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Duncan 검증방법의 개념과 통계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17p)
 나. 기타
  - SPSS 25.0 Program
  - SA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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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인지영역의 검사
2. 강의목표
  - 인지영역 검사의 개념과 검사과정 및 분석법을 이해한
다.
3. 강의 세부내용
  - 인지영역 검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인지영역 검사의 실
제 과정(출제, 시험관리 및 점수부여, 분석 및 수정) 및 분석
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15~233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2. 정기과제물 제출
  - 주제 : 체력의 요인별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1. 강의주제
  - 감성행위의 검사
2. 강의목표
  - 감성행위의 개념과 대표적인 감성행위 검사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감성행위 검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감성행위 검사의 실
제 과정(긴장과 불안, 사회적 행동, 태도, 스포츠정신과 지도
력, 기타 측정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235~260p)
 나. 기자재
  - 전자교탁, 빔 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1. 학습자료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SAS를 이용한 분산분석법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SAS 프로그램을 통해 일원‧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실
행 결과의 해석 방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가. 교재
  - 주교재(317~324p)
 나. 기타
  - SAS Program

4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를 위한 통계방법
2. 강의목표
  - SAS를 이용한 분산분석법에 대해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SAS 프로그램을 통해 교호작용이 있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실행 결과 해석 방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학습자료
 가. 교재
  - 주교재(324~326p)
 나. 기타
  - SA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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