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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대학과 학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신에게 ‘왜 나는 대학에 들어 왔을까?’라는 막연한 질

문을 던져보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경

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등등 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 독재 말기와 제 2차 대전의 패전 후에 독일 대학의 재정립을 주장했던 실존주

의 철학자 Karl Jaspers(1959)는 대학(university)이 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은 3가

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대학은 연구(research)를 해야 한다. 연구는 배우는 것과 실천하

는 것(learning and practicing)이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막연하게 계속되는 고생이

어서는 안 되고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근면성

을 넘어서 지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대학의 과제는 학습을 

전달하는 것(transmission of learning)이다. 이는 배우려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충실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은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학문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

로 대학은 전공뿐 아니라 교양교육(education to culture)을 하는 곳이다. 대학이 교양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

격은 대학생활 중의 철저한 숙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대학생이 된 이유는 순수한 학문적인 목적에 맞추

어서 양질의 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바른 인

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현재의 학문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므로 과학(science)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

될 수 있다. ‘학문한다’는 행위는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판매하고, 지식을 소비하는 

활동이다(김기웅, 1996, 2001). 

첫째,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대상의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작

업이다. 연구의 목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설명

(explanation), 예측(prediction), 그리고 통제(control)를 하는 것으로(Christensen, 1997; 

Matheson, Bruce와 Beauchamp, 1978; Wood, 1977) 이 4가지 요소는 과학(연구)의 궁

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써의 교수, 연구원 등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바로 연구(지식생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2

산)이다.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주제를 전공으로 삼아 그 전공분야의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라는 것이다. 

둘째, 지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원, 교수 등의 학자가 지식을 배

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알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르치는 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하며 이것을 교수

법(teaching method)이라고 한다.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자가 많이 알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장에서 보면 ‘저 선생님은 아는 것은 많은데 설명

을 못 한다’라고 학생들이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지식을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교수일까?’라고 되물을 수 있다. 답은 ‘아니다’이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

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지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수

가 제대로 지식을 판매하려면 우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만일 교수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죄를 짓

는 일이며, 교수의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수업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줄 수 없다면 직무태만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Max Weber는 교육자의 사명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적인 경험을 배우

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Weber, 1996), 또한 

Jaspers(1959)는 대학의 1차적 관심은 연구(research)이고, 2차적 관심은 가르치는 일

(teaching)이라고 하였다. 연구는 앞서 말한 지식의 생산과 동일한 의미이고, 진리는 전

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인 교육이 대학의 주관심이라고 하였

다. 그는 이 가르치는 일의 특성에 따라 3가지 교육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형식적 

학교교육(scholastic instruction)으로 여기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도제(徒弟)교육(apprenticeship)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엄연한 질

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야말로 교수의 지식을 사사 받는 것이며 학생이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세 번째가 흔히 대학교육이라고 말하는 소

크라테스식 교육(Socratic education)이다. 여기서 교수와 학생은 진리를 위한 경쟁 관

계에 있다. 그러므로 교수와 학생 모두 진리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매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세 번째 활동인 지식의 구매 또는 소비 활동은 지식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누가 지식을 가장 잘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 답은 바로 지식을 생산해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연구

를 해 본 사람이 좋은 지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지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많은 책을 읽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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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독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학생

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더 나아가 학생들은 교수의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

어야 하겠다. 지식의 구매 행위와 동시에 타인이 생산한 지식을 모아놓은 산물인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식의 소비이다.

“학문한다” 지식의 판매 교수법

지식의 구매 학습법

지식의 생산 연구법

<그림 1-1> 학문 활동의 세 차원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식 생산법, 지식 판매법, 그리고 지식 구매․소비법 

이 3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야 말로 ‘학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목으로 

하자면 지식 생산법을 연구법(research method), 지식 판매법을 교수법(teaching 

method), 지식 구매・소비법을 학습법(learning method)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

로 지식상품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문제해결방법(연구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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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진리 추구의 방법

진리를 찾아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바로 규명(糾明)과 구명(究明)

이다. 규명은 자세히 캐고 따져서 사실을 밝힌다는 것이고, 구명은 깊이 연구하여 밝힌

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을 통한 구명이며 이전의 과학사에

서는 어떤 방법을 거쳐서 지금의 과학적 방법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신학의 우세함으로 인해서 증명되지 않은 낡은 학설과 이론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추종의 태도를 보였다. 이를 교조주의 또는 독단주의(dogmatism)

라고 한다. 이러한 교조주의는 어떤 개념과 학설을 영원불변한 것(dogma)이라고 고집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과 변화된 상황, 그리고 새로운 인식과 실천적 경험을 고려

하지 않은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이다. 주로 이들의 주장은 권위(authority)

에 의해서 군림될 수 있었다. 권위는 사회생활의 특정영역에서 어떤 조직이나 집단 또

는 개인이 행사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과 생각 

면에서 어떤 조직, 집단 및 개인에게 복종하고 정향(定向)하도록(oriented) 만든다. 간단

히 말하면 권위라는 힘에 의해서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의 힘을 강조하는 교조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Galileo 

Galilei(1564~1642)일 것이다. 지적인 질문이 교회의 권위로 대답되던 때에 그는 권위

에 도전하였으나 망원경, 현미경 등을 발명하여 스스로 실험 후에 대답을 할 수 있었으

므로 권위의 방법에서 실험의 방법으로 전환을 시도한 상징으로 여겨져야 한다(Ray, 

1997).

이보다 한 단계 나아진 진리 구명 방법이 논리(logic)에 의한 것으로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rationalism)라고 부른다. 논리의 장점은 그 틀을 알면 판단이 가능하나 부정

확하고 예외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에 19~20세기에 걸쳐 등장한 것이 실증주의

(positivism)로 여기에서는 관찰과 실험으로 현상간의 관계와 법칙을 연구하는 입장을 

취한다. 실증(實證)이란 확실한 증거, 즉 사실에 의해 증명한다는 뜻으로 단지 사고에 

의해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의 관찰, 실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실증주의는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신실증주의로 발전하여 자연과

학 분야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실증주의는 정확하고 일반화 능력

(generalizing power)이 강하지만 입증되는 수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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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바로 현대 학문의 틀인 논리적 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가 있다. 이것

은 합리주의의 논리적 사고와 경험주의의 관찰과 실험을 결합한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표 2-1>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비교

합리주의(rationalism) 실증주의(empiricism)

아는 방법 문제를 생각해서(사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져서

주장자 이성주의자 Plato 경험주의자 Aristotle

주장 내용
숙고와 내성(introspection)을 통

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성뿐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도 알게

된다.

이상의 모든 진리 구명 방법이 진리로 가는 길은 아니고 단지 패권을 갖고 진리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가 바로 1962년에 발간된 과학혁

명의 구조(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책을 쓴 Thomas S. Kuhn(1996)이

다.

그는 과거의 과학적 성취에 기반을 두는 연구 활동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

고 하였고 이것이 현재 그 과학자의 문제해결 방법이다. 이 정상과학 안에서 과학자들

은 안정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 이론으로는 더 이상 자

신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crisis)에 직면하면 과학의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science-retooling)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도구는 몇몇 특정 과학자 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 과학의 한 걸음 나아간 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선은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새

로 조직되는 연구자 집단이 해결하도록 남겨 놓을 만큼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 성취를 패러다임(paradigm)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진리를 찾는 방법들 모두 하나의 패러다임이었고, 단지 그 방법만이 바뀌

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Kuhn은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s)이라고 하였다. 과학혁명의 결과는 새로운 정상과학(하나의 패러다임)을 낳

고 이것을 다른 정상과학(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시 변화시킬 것이다. Kuhn은 과학

(지식)의 진보가 축적적으로(accumulative) 이루어진다는 종래의 귀납주의적 과학관을 

흔들고 혁명을 통하여 비축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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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학문은 어떤 방법, 어느 패러다임을 취하고 있는가? 바로 경험

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현대과학의 방법은 

17세기를 그 시발로 할 수 있으며, Issac Newton(1642~1727)을 현대과학의 시작으로 

인정한다. 과학은 Newton에 의해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으로 불리어졌으며 이

것은 그에 의한 “추론의 4 규칙(4 rules of reasoning)”에 근거한다(Ray, 1997). 

추론의 4 규칙은 지난 300년 동안 물리과학의 지침이었고, 현대에는 사회과학과 행

동과학에도 수용되었다. 첫째는 단순함의 법칙으로 자연현상은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같은 자연효과는 같은 원인으로 밝힌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돌은 같은 중력으로 떨어진다. 셋째, 실험을 통한 일

반화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이론들은 새 실험결과가 이전의 것이 틀렸음을 보여줄 때까지 진실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Newton은 새로운 발견은 이미 축적된 지식(오래된 발

견들)에 단순히 부가되는 것이라는 과학관을 가졌다. 그러므로 현재의 패러다임 안에

서 우리의 연구가 이전의 연구를 반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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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답을 찾는 방법

만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Christenson, 1997; Kerlinger와 Lee, 2000; Rosenthal과 Rosnow, 1984; 

Sheridan, 1979). 크게 비체계적인 방법(unsystematic methods)과 체계적인 방법

(systematic methods)이 있다.  

비체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우세한 방법은 상식, 경

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첫째,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보통(일상)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식(common 

sense)의 방법이 있다. 상식은 자신의 과거 경험(experience)과 세상에 대한 지각

(perception)을 근거로 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지각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아는 경험(experience)의 방법이 있다. 경험의 방법은 자

신의 감각기관이 정확하다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 이루어지지만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

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위신이 있고 인정을 받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에게 묻는 권위(authority)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답의 근거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으

로 ‘성서에 의하면’, ‘링컨에 의하면’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정이 느리기는 

하지만 더 강한 권위에 의해서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고집의 방법보다

는 바람직하다.

넷째, 답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자신이 고수하는 답만을 굳게 주장하는 고집

(tenacity) 또는 억지의 방법이 있다. 사람들은 어떠한 진리가 사실로 알려져 왔기 때문

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적으로 그 진리에 집착하게 된다. 

다섯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즉시 깨달아서 아는 직관

(intuition)의 방법이 있다.

여섯째,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 합리주의(rationalism)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기의 의식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찾는 내성

(introspection)의 방법, 점집에 가서 무당이나 주술사에게 묻는 미신(superstition)적인 

방법, 짐작으로 어림잡아 생각하는 주먹구구식 방법(rule of thumb)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으로 찾은 답은 결정적으로 내․외적으로 타당한 답을 얻을 수 없

으므로 정답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법(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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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인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이 필요한 것이다(Borkowski와 Anderson, 

1977; Johnson과 Pennypacker, 1980; Matheson 등, 1978; Myers, 1980; Robinson, 

1981; Thomas와 Nelson, 1990; Wood, 1977). 

그렇다면 이상의 비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말한 상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비과학자(일반인)와 과

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과학자의 5가지 다른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

다(Kerlinger 등, 2000). 

첫째, 일반인과 과학자는 개념적 체계(conceptual scheme)와 이론적 구조(theoretical 

structures)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인은 이론과 개념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자

연과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이상한 설명을 받아들이곤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질병이 

죄의 댓가라고 여기거나, 경제 불황을 특정 인종 탓으로 돌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과학

자는 체계적으로 이론적인 구조를 세우고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며, 세세

한 면들까지도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또한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실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인간이 만든 용어(man-made terms)라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과학자는 이론과 가설을 체계적이고(systematically) 실증적으로(empirically) 검

증하지만, 일반인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려 한다. 예

를 들어 흑인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일반인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만 과학자는 선입관과 편견 등을 배제한 후 그 관계성을 알아내려고 한다.

셋째, 과학자와 일반인은 통제(control)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

반인들은 빈민가에서 출생한 사람의 범죄율이 높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는 출생

지역 이외의 요인을 통제한 후에 출생지역과 범죄율간의 관계 정도를 검증한다.

넷째, 과학자와 일반인이 어떤 현상을 두고 대하는 고민의 정도가 다르다. 과학자는 

의식적이며(consciously) 체계적으로 현상관의 관계를 파고들지만 일반인은 우연히 발

생한 두 가지 현상을 인과관계로 규정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자와 일반인은 관찰된 현상을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과학자는 간단

히 검증될 수 없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설명(metaphysical explanations)은 철저히 배

제시키고,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룬다. 그러나 일반인은 

예를 들어 하느님의 뜻이라는 등의 추상적인 설명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체계적인 방법과 비체계적인 방법은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는 방식,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 통제의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 현상에 대한 고민 정도, 관찰된 

현상의 설명 방식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