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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연구에서 얻은 답의 성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거짓 답이 나온다면 어떨까? 그것에 

연구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든, 연구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든 간에 엄청

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서 많은 다른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도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답은 우선 확실한 정답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당한 답이어야 한다. 타당하다는 것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가 있는 답은 답 자체에 문제가 없는 답이다. 이것은 연구를 하는 동안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 즉 통제변인의 통제가 제대로 이

루어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야 말로 실험자체의 문제이다. 

○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 :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 ; 실험에서 연구

자가 조작하는 요인

○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 : 현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 요인

○ 통제변인(control variable) : 실험에서 독립변인을 제외한, 결과변인(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통제되어야 할 변인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통제변수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연구 시작 전에 처

치 대상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과 실험설계를 통해서 무선구획설계(randomized block 

design)하기,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

variance)(ANCOVA)이 있다. 

다음으로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가 있는 답이란 연구결과의 적용범위에 제약

이 없는 답이다. 이것은 표본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

능한가의 문제로, 간단히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이라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적으로 타당한 실험을 다른 상황과 다른 참여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피험자 선정시 무선 표집은 외적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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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연구 문제의 선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문제가 있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연구문제는 기

본적으로 참신해야 하다(Tuckman, 1999). 또한 연구문제는 연구자의 정체성(identity)

과도 직결된다. 특히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하려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연구문제가 있다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연구문제를 분명하

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문제만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연구과정의 각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편의 연구를 완성하는데 매진하는 실질적인 성실한 작업만 남게 되는 것

이다.

연구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첫째, 해당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

고 있는 권위자, 전문가, 또는 지도교수에게 문제를 받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 자신의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주제를 연구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공동연구에 참여해서 보

조연구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문제가 주어질 것이다. 넷째, 아직 많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연구문제로 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방법들의 

한 과정일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문헌 섭렵을 통해

서 글을 읽어 문제를 찾는 것이다. 

연역                귀납

확 산 수 렴문헌섭렵 문제도출

<그림 8-1> 문헌섭렵을 통한 문제도출 과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찾은 연구문제는 해당관심(전공)분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써 

답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거나 밝혀진 답이 있다. 이전의 답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 

재확인, 검증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연구문제가 가져야 할 속성은 답이 

없는 문제이거나 답이 불확실한 문제이어야 한다. 

이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독창적인 연구자의 아이디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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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의 경우는 독창성 내지는 창의성을 추구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는 진리를 찾아가는 작업이므로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루어지

는 것보다는 이론적⋅실용적 가치를 가진다. 셋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현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비중 있는 주제를 다루는, 즉 질량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기술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질문의 

형태로 진술하기, 2가지 이상의 변인을 포함하기, 검증 가능한 형태일 것, 그리고 도덕

적, 윤리적 판단을 피할 것 등이다(Kerlinger 등, 2000; Tuckman, 1999).

첫째, 연구자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므로 물음표(?)를 가진 질문의 형

태로 진술해야 한다. “이 연구의 문제는 … 이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말

고, 직접적으로 가장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최상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도약거리와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는 신체분절간 속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상관연구와 실험연구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로 표현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지능지수가 120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가?’라는 연구문제에서는 

변인이 하나이다. 여기서는 단지 지능지수가 120 이상의 되는 학생의 수를 세기만 하

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변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은 운동능력도 우수한가?

지능지수와 운동능력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 즉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진술된 

연구문제를 검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

다. 일상에서의 많은 흥미로운 문제들이 실제로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학적인 문제 중에 “사람이 어떻게 아는가?”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epistemological problem)는 극히 추상적이므로 2가지 이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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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관계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난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

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연구자가 간접 경험한 어떤 연구에서는 ‘한 달에 성관계를 몇 번 하십니까?’라는 개

방형 질문에 대하여 대학생 응답자 중 한 명이 ‘세면서 하나요?’라는 답변을 기입한 것

을 보았다. 그러므로 연구에 대한 응답을 솔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연구문제는 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그대로 연구(논문)제목으로 이어진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

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연구 제목은 구체적(concrete)이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너무 길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중심단어(key word)를 포함해야 하지만 전

문용어(jargon)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어느 경우에는 연구제목 밑에 

부제목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부제를 원제에 포함하여 하나의 연구제목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위한 글이므로 ‘-에 관한 

연구’나 ‘-의 실험연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성태제, 1999).

연 구 문 제 연 구 제 목

도약거리와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는 신

체분절간 속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과제수행 조건에 따른 신체분절의

제어형태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제수행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과의 관계

<그림 8-2>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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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문헌 섭렵

연구문제를 찾기 위해 관련 문헌을 찾는 것 또는 연구문제를 찾은 후에 관련 문헌을 

찾아보는 행위를 문헌섭렵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문제에 관련된 많은 문헌

들을 읽어야 하는데 그런 문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일반적인 책(books)이 있고, 다음으로는 

전공(연구)논문(monograph)이 있다. 셋째, 인덱스(index)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

를 한 저자, 연구의 제목, 연구물이 어디에 등재되었었는지에 대한 출처만을 모아서 엮

어놓은 책을 말한다. 체육학에서는 체육인덱스(Physical Education Index), 교육자원정

보센터(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RIC), 스포츠정보자원센터(Sport 

Information Resource Center)(SIRC), 스포츠써치(Sportsearch) 등의 인덱스가 있다. 넷

째, 초록집(abstracts)이 있다. 초록이란 연구물을 요약해서 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 한 

문단으로 쓰는 글을 말하는데 이 초록 부분만을 모아놓은 책이 있다. 각 전공마다 초록

집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심리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심리학초록집

(Psychological Abstracts)이 있다. 다섯째, 개관논지(review journal)라는 것은 해당분야

의 이전 연구논집에 실린 연구물들을 섭렵하여 조사한 논문을 실어놓은 잡지로 심리학

에서 예를 들면 심리학개관지(Psychological Review), 심리학회보(Psychological 

Bulletin)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순수한 연구물을 모아서 일정기간마다 출판

하는 잡지인 연구지(research journal)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각 분과마다 학회지가 있고 국내 체육학을 대표하는 학회지로 한국체

육학회지가 있다. 1955년에 첫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체육사, 체육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영양학, 스포츠교육학, 체육측정평가, 스포

츠산업경영, 사회체육, 여가레크레이션, 무용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KAHPERD)에서 발간하며 1년에 4번(1월, 3월, 6월, 9월) 출간된다. 

국내의 한국체육학회지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학회지로 운동․스포츠 연구계간지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RQES)와 Quest가 있다. 이것은 미국 건강․
체육․레크리에이션․무용학회(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AAHPERD)의 출판물로 1930년에 연구계간지(Research 

Quarterly)(RQ)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저널이다. 그 이름은 1980년에 가서야 운동․스포

츠 연구계간지로 변경되었다. 운동․스포츠 연구계간지는 몇 가지 학문에 걸쳐서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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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제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위 부분으로 나뉜다. 이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학술지는 아니지만 학제적인 성격의 학술지로서 같은 계열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

어서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체육학 관련 분야의 출판사인 Human Kinetics에서도 여러 가지의 논

지를 출판하고 있는데 2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스포츠․운동심리학 논지(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JSEP)는 심리학과 운동, 스포츠 수행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북미 스포츠 및 신체활동 심리학회

(North American Society for the Psychology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NASPSPA)의 공식 출판물로 1년에 4번(3월,6월, 9월, 12월) 출판된다. 그리고 

Quest라는 논지는 체육학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다. 각각의 연구논문들은 체육교사

들이 직면하는 주제들과 스포츠과학과 인간 동작에 대한 연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 논지에서는 이론적인 연구논문과 응용연구논문을 다 게재하며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출간된다. 

     

<그림 9-1> JSEP(좌)와 QUEST(우)의 표지 디자인

다른 예로 스포츠심리학 분야와 관련된 외국 연구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운동행동지(Journal of Motor Behavior)(JMB)

○ 인간동작과학(Human Movement Science)(HMS)

○ 스포츠심리학자(The Sport Psychologist)(TSP)

○ 인간동작연구지(Journal of Human Movement Studies)(JHMS)

○ 응용스포츠심리학지(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JASP)

○ 국제스포츠심리학지(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IJSP)

○ 실험심리학논지: 일반(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JEP: General)

○ 실험심리학논지: 인간지각과 수행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JEP: HP&P)

○ 실험심리학논지: 학습, 기억과 인지(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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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JEP: LMC)

○ Acta Psychologica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헌들에서 연구문제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겠

는가? 한마디로 비판적 독서(critical reading)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지 등과 같은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며 글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글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습

관이 생기면 잘못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진실만을 전달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독서를 한 후에는 읽은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summarization or abstract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읽은 자료와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문헌 속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수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야만 반복해서 같은 

글을 읽지 않게 되고 다음에 유사한 연구를 할 때에도 쉽게 관련문헌에 접근해 갈 수 

있게 된다.

비판적 독서 이외에도 특히 전공서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할 때에는 책의 처음부

터 샅샅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대충 훑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훑어보기의 처음은 책의 

목차이며, 책을 대충 본다는 것은 책의 목차를 뼈대라고 했을 때 뼈에 붙은 살(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훑어보기가 끝난 후에 정독을 한다. 정독을 하면 

너무 내용에 치중하게 되어 현재 내용의 맥락, 즉 책의 어느 뼈대에 있는지를 놓치게 

되므로 소주제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목차를 보면서 내용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주 맥락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