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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과학과 과학적 방법

과학(science)은 학문(discipline)과 같은 의미 또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지만 연구

(research)와는 다르다. 

과학 또는 과학자라는 단어가 갖는 잘못된 고정관념 3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Kerlinger 등, 2000). 첫째, 실험실에서 흰색 가운은 입고 몇 가지의 도구와 약료를 가

지고 행하는 연구만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며, 실험실에 있는 사람만을 과학자라고 단정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자는 사회와는 담을 쌓고, 상아탑에 갇혀서 복잡한 이론으로 골

머리를 썩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셋째, 과학을 공학(engineering) 또는 과학기술

(technology)과 동일어로 생각하는 것이다. 과학자는 다리를 설계하고, 미사일을 만들

며,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사람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과학은 ‘안다(know)’이다. 

둘째, 과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을 말한다. 셋째, 과학이라

는 말 자체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론인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을 의미하

며 이것은 곧 지식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넷째, 과학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이

론을 정립하는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체

(systematized body of knowledge), 즉 학문(discipline)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행동과학 등으로 부르는 것의 과학은 인문분야의 

지식, 자연분야의 지식, 그리고 행동분야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

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당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학

의 목적은 연구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 하는 것, 즉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예측(prediction), 통

제(control)를 하는 것이다. 기술이란 기록하여 진술한다는 뜻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태를 언어적 기호들로 남기는 절차이다. 설

명은 풀어서 밝힌다는 뜻으로 설명되어야 할 대상,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해당 

대상 영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발전된 이론(theory)을 전제로 한다. 즉 객관적인 본질을 

일정한 합법칙성으로부터 도출하여 밝히는 것으로 여기서 합법칙성이란 과정이나 상

태가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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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한 답이고, 설명은 원인을 설명하는 ‘왜’에 대한 답이다. 예측은 설명의 과정

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결과)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며, 통제는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상에 대해서 기술, 설명, 예측,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론

(theory)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이론은 정의되고 상호 관련

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명제(propositions)이다. 둘째, 이론은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변인에 의해 기술된 현상의 체계적인 관점을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은 어느 변인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관련되어있

는지를 구체화하여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다(Kerlinger 등, 2000).

과학적 방법에는 3가지의 가정이 있다. 첫째,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질서(order)가 있

다고 가정한다. 둘째, 객관적 실제의 모든 현상들은 인과적으로 제약되어있다는, 달리

말해서 질서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결정주의(determinism)의 가정이다. 이것은 여러 자연

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건들, 특히 사람의 의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셋째, 질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발견가능성(discoverability)의 가정이다. 발견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미처 보지 못한 사물을 먼저 찾아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과학적 방법

을 통해 발견한 것들은 예전부터 존재한 것을 이제야 알아냈다는 것이다(Borkowski 등, 

1977; Matheson 등, 1970, 1978; Myers, 1980; Robinson, 1981; Wood, 1977).

이러한 가정 하에 과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도구(tools)가 있다. 첫째, 

감각기관을 통하고 사물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관찰(observation)이 있는데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측정하고 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 재어보고, 만져보

고, 느껴본 후에 수치화하는 측정(measurement)이 있고 셋째,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요소를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조작, 변화한 다음 결과요소를 

관찰・측정하여 원인요소와 결과요소간의 관계(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법(exper-

imentation)이 있다. 넷째, 건전한 사고(good thinking) 또는 논리적인 사고(logical think-

ing), 마지막으로 반복(replication)의 방법이 있다(Myers, 1980; Johnson 등, 1980; 

Tuckman, 1999). 이러한 방법들은 잘 짜여진 순서나 절차를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체계적

(systematic)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비과학적 방법들의 사용하지 않는 이상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은 체계적(systematic)이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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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상의 요소가 있고, 규칙(rule) 또는 질서(order)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서 체계(system)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규칙을 가지고 유기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학적 방법은 모순이 없이 논리적(logical)이다. 셋째, 실제 자료에 의

해 수치로 보여주는 실증적(empirical)인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실증적이라는 것은 ‘증

거가 있다’ 또는 ‘감각기관의 기능과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감각기관의 경험

(experience)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 또는 앎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넷째, 복잡한 현상 

자체를 단순하게 요약(단순화)하는 축소적(압축적)(reductive)인 특징이 있다. 이것이 바

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바꾸려는 과학적 환원주의(scientific reductionism)이다. 다

섯째, 과학적 방법은 다른 과학자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반

복가능․전용가능(replicable・transmittable)하다(Christensen, 1980; Matheson 등, 

1978; Ray, 1997; Tuckman, 1999). 마지막으로 과학적 방법은 계속적인 검증으로 보다 

정확한 지식으로 바꾸어 가는 자기-수정(self-collection)의 특징을 갖는다(Kerlinger 등, 

2000).

 사실  사실 사실 사실사실 사실 사실사실

이 론

가 설발 견

<그림 4-1> 귀납적(왼쪽), 연역적(오른쪽) 추론법의 간략한 도해

이상의 과학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추론)방법이 있다. 첫째, 귀납적 추론

(inductive reasoning)은 관찰된 사실에서 결론을 찾아내는 과학적 처리과정으로 특수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진리 또는 원리로서의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것

은 연구자가 관찰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둘째,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은 기존 이론이나 일반적 원리를 이용하여 새

로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

법으로 가설, 사실의 관찰, 검증의 과정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는 삼단논법이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라는 식의 논법으로 전체에 대하여 진

실인 것은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라는 법칙에 근거하여 보편적 원리(일반적인 것)로

부터 부분에 대한 결론(특수한 것)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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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귀납적, 연역적 추론법의 비교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추론과정

Bottom up process
- from data to theory
- from observations to theory
- from observations to idea 
  or theory

Top down process
- from theory to data 
- from well-established 
  theory to observations

가설
I wonder 
what will happen if

I expect 
this would happen if

사용분야 심리학 연구의 주요 실험 방법 고전 물리학이 사용한 분명한 방법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과학적 방법은 위의 두 가지 추론방법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이론이야말로 두 가지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확실히 증명된 지식, 이론이 된다. 이론(theory)이란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술체계의 형

태로 존재하며 이미 인정되고 검증되고 확증된 지식을 말한다. 형성된 이론은 독립된 

현상이나 개념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하고, 독립된 현상을 전체구조의 연결망에 조직화

하며 더 나아가 다음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론 이외에 추론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법칙(law)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되며,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여기서의 법칙성은 모

든 법칙이 하나의 인과관계에 묶여있지만 모든 법칙이 특수한 내용을 가지므로 모든 

법칙이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설(hypothesis)은 일정의 개연성

(probability)을 지닌 지식으로 개연성이란 한 사건과 그 조건 사이의 연관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인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수학적 개념이다. 가정(assumption)은 확증

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확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개념이라고 쓰이는 용어로 개념

(concept)은 특정 사실로부터 얻은 한 묶음의 추상적 의미 또는 특성이며, 구인(構

因)(construct)은 측정 연구나 이론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성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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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연구의 종류

학자 고유의 업무인 연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체계적인 작업(a systematic at-

tempt to provide answers to questions)이다(Tuckman, 1999). 이를 앞에서 지식 상품

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지식상품을 생산하는 방법, 즉 문제해결방법을 연구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법은 지식상품 생산에 대한 요구(demand) 때문에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는 궁금하기(알고 싶어서) 때문이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공부(학문)하는 사람이며 문제와의 전쟁, 그 자체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연구의 대상,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에 대한

대상

답을 찾는

목적

체계적인

작업

어떤 문제? 어떤 답? 어떤 방법?

해당 전공의

문제(현상)

옳은 답

정답

타당한 답

과학적 방법

지식(상품)
 

<그림 5-1> 연구의 대상, 목적, 방법의 간략화

이러한 연구는 그 목적과 문제의 성격 및 답을 찾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기초연구(basic, fundamental research)(또는 순수연구

(pure research))와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로 구분하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문헌연

구, 조사연구(survey research), 상관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실험연구

(experimental research)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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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 예측, 통제

이론적 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증적 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

기초연구: 기술, 설명
또는 순수연구

<그림 5-2>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의 분류

기초연구는 현상 자체에 대하여 그대로 알고 싶은 것으로 일기예보 사진을 보고 오

늘의 기상을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원리 또는 특정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론을 발전시키

려는 목적이 있다. 

응용연구는 이론적 개념을 검토하거나 어떤 상황의 진행과 결과를 개선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측이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고, 통제

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로써 예를 들어 앞으로 기상이 매우 건조할 것

이므로(예측), 상공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해 인공강우를 만들어야 한다(통제)는 것

이다.

이론적 연구인 문헌연구는 이전의 문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고, 조사연구는 통

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로 현재의 사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단지 현상파악이 주목적이므로 인과관계의 해석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인위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자연적 상황에서 연구한다는 생태학적 

타당성의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인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는 상관연구 또한 

예측이 목적이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설명이 목적인 실험연구는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

인요소를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조작, 변화한 다음 결과요소를 관찰・측

정하여 원인요소와 결과요소간의 관계(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의 작업을 거친다. 실

험의 본질적인 장점은 탐구될 현상이 광범위한 외부 영향들로부터 격리된 채 다양한 

자연적・인위적 조건하에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탐구들이 임의로 반복될 수 

있으며, 현상이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은 항상 특정한 과학적 

지식에서 출발하며, 과학적 가설들을 확증 또는 반박하거나 어떤 현상에서의 객관적 

법칙의 작용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 실험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힌

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과성(causality)이란 객관적 실재의 한 현상의 특정한 조건 아

래서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어 다른 현상을 결과로 낳게 되는 특수한 형태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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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러한 인과성은 객관성과 필연성을 갖는다. 즉 원인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

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필연적인 관련이 다 인과적인 관련인 것은 아니다. 필연성 

개념이 인과성 개념보다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다. 원인(cause)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산출하는 현상으로 어떤 사건에 앞서지만 그것을 야기하지는 않는 사건인 동기와는 구

분된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 양(quantity)이란 객관적 실재의 대상, 현상 및 

과정의 측정 가능한 외적인 규정, 즉 크기, 다소, 강도, 구조적 배열 등을 반영하는 범주

를 말하며, 질(quality)이란 본질적 성질들의 총체이자 이 성질들의 근저에 놓인 그 대

상의 특별한 구조를 말한다. 추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한 질(quality)이 자신의 양

(quantity)적 변화 한계 내에서 유지하는 상대적 안정성을 연속성 또는 항상성

(continuity)이라고 한다.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 등의 방법으로 한

다. 여기에서 관찰연구(observational research)란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여 연구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관찰에 의하여 서술하는 방

법이다(성태제, 199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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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연구는 실험연구이며 문헌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의 경우는 실험연구 과정에

서 몇 가지의 과정이 제외되는 것이다(김기웅, 1996, 2001; Tuckman, 1999). 

첫째, 연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문제의 확인 및 선정이 필요하다. 연구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연구의 단계

이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의 일반적인 사항들뿐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구체화

하고 정의해야 한다. 

둘째,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문헌의 섭렵이다. 문헌섭렵을 하는 이유는 

선정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과 선행연구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한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에 대한 문헌을 섭렵한다는 것

은 과중한 업무이므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세 번째, 가설설정 단계는 문헌을 섭렵한 후 자신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문제에서 확인되는 요소들 간의 관계, 즉 연구결과를 미리 점쳐보

는 것이다.  

네 번째,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가설에서 제시된 변인들을 확

인하고 명명한다. 확인해야 할 변인들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중재변인, 통제변인, 매

개변인이 있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 속에 포함된 변인이 확인되고 명명되면 그 관계를 실증할 수 있

도록 변인을 양화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한다. 연구는 계속적인 조작의 과정이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형태의 변인을 조작 가능한 형태의 변인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

요하다. 변인을 조작하는 것은 변인을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진술하는 것

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변인간의 관계

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 모두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연구를 통해 얻는 답에 대한 내․외적 타당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는 실험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곱 번째, 변인간의 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의 설정, 즉 실험설계

이다. 실험설계는 주어진 환경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연구문제 속에 포함된 변인들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선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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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제작)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피험자를 선발하고, 측정할 시간적인 계획을 세

우는 등의 측정에 필요한 모든 세밀한 과정을 포함한다.

아홉 번째, 측정되고 관찰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일단 자료가 수집

되고 나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간소화된 자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 또는 일반화 정도를 도출할 수 있다.

  

문헌연구

문제선정

문헌섭렵

보고서작성

연역

귀납

 

조사연구

문제선정

문헌섭렵

가설설정

변인확인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개발

자료 분석

보고서작성

조사

상관연구

문제선정

문헌섭렵

가설설정

변인확인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개발

자료 분석

보고서작성

측정

실험연구

문제선정

문헌섭렵

가설설정

변인확인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통제

측정도구 개발

자료 분석

보고서작성

실험

실험설계

<그림 6-1> 연구의 종류에 따른 연구과정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연구의 전 과정을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단계이다. 보고서 작

성은 일정한 형태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들 간의 연구물에 대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예로 들어서 실험연구의 과정대로 밟아보자. 예는 월간지 과학동

아(2001.3)의 짧은 기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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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설에 의하면 남극의 펭귄들은 비행기를 쳐다보다가 넘어진다고 한다. 동

물 과학자들은 만일 펭귄이 비행기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보금자리를 떠난

다면 펭귄의 번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러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어느 연구자가 ‘펭귄은 비행기를 쳐다보다가 넘

어지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연구문제).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이

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을 찾아보았다. 펭귄에 대한

행동적 특성과 관련된 문헌을 우선 찾아보았고, 이외의 자료를 찾아보니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틀랜드 전쟁에 참여했던 공군조종사들이

남극 상공을 비행할 때 이런 현상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였다(문헌섭렵). 그

래서 연구자는 ‘비행체가 펭귄 위로 비행을 하면 펭귄은 비행체를 쳐다보다

가 넘어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미리 예견하였다(연구가설).

구체적인 실험에 앞서 연구문제에 대한 변인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은 펭

귄 무리 위를 비행하는 ‘비행체의 존재’였고, 종속변인은 ‘펭귄의 넘어짐’이

다(변인확인). 여기에서 펭귄의 넘어짐은 ‘펭귄이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어져

서 두 발 이외의 신체부위가 땅에 닿은 상태’로 정의하였다(조작적 정의). 연

구자는 영국의 남극조사팀의 후원으로 5주간 남극에 있는 사우스조지아 섬

에 있는 1천 마리의 펭귄을 대상으로 연구할 계획을 세우고, 단일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를 하여 비행체가 펭귄 무리 위를 비행할 때 쓰러지는 펭귄의

수를 측정하기로 하였다(실험설계). 그리고 비행체가 비행할 때 비행과는 무

관하게 펭귄이 실수로 미끄러져서 쓰러지는 것은 통제하기로 하였다. 연구

자는 또한 비행기의 경우는 너무 빠르므로 헬기를 대신 사용하기로 하였다

(변인통제). 헬기의 경우는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장시간 단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많은 소음도 유발하므로 펭귄의 주의를 더 많이 끌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매일 오전 10시에 펭귄이 무리를 지어있는 곳에 헬기를 띄워 펭귄의

행동을 관찰하고 촬영하였다(측정도구). 결과는 헬기가 비행을 할 때 한 마

리의 펭귄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가설을 기각하였고, 헬

기 비행은 펭귄이 쓰러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자료분석). 결과에 더하여 헬기가 접근할 때 펭귄은 이동을 멈추었고, 둥지

를 지킬 필요가 없는 펭귄만 소음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관찰결과를

덧붙였다(보고서작성). 연구자는 이 결과가 일반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에는 처치의 강도만을 다르게 한 실제 비행기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하기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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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에서와 같이 어떤 연구이든 간에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첫째, 연구는 체계적인 과정(systematic process)이다.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구는 구조화된 과정(structured process)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수행시의 규칙은 변인을 확인하고 정의하거나 실험설계를 하

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것 등이다. 

둘째, 연구는 논리적인 활동(logical activity)이다. 연구는 매단계마다 논리를 적용하

여 중간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매 단계마다의 논리적인 사고는 연구의 내⋅외적 타당

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셋째, 연구는 실증적인 작업(empirical undertaking)이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연구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연구는 축소적인 과정(reductive process)이다. 현실세계의 어떤 현상에 대한 

관련변인들을 실험 상황으로 간략화 하여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현상의 단순한 기술

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반복할 수 있고, 전용 가능한 절차(replicable and transmittable 

procedure)이다. 자신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주제, 절차나 방법 등을 동일하게 

또는 변형하여 반복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자 또한 자신의 연구 주제, 절차,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특징은 지식을 확장하는 것

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Tuckman,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