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27

10장. 가설 설정

가설(hypothesis)이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로써 그 자체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된 답, 점친 답, 기대하는 답, 검증되지 않은 답, 증명되지 않은 답, 아

직은 확증이 없는 답,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답이다. 

문헌수집 : 이론 + 선행연구결과

비판적 독서

 1. 중요한 변인의 발견

 2. 발견된 것과 발견되어야 할 것의 구분

 3. 전체적 통합 및 윤곽의 파악

 4. 의미도출 및 관계파악

던져진 문제에 대한 답의 예측(점침)
: 가설 설정

<그림 10-1> 가설 설정의 방법과 과정

가설을 설정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첫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론화)을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결과를 예측한다면 후속 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연구방법을 평가하는 준거가 되어 

방법론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향, 범위, 영역 등의 한계

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문제가 갖는 형식과는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가설

은 연구문제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변인 간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마침표(.)

로 끝나는 선언적 진술의 형태이어야 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술해야 하며 원인에 

대한 결과부분에는 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hip), 부적인 관계(negative relation-

ship) 또는 무관계(no relationship)이든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설은 일반적

으로 정적 관계를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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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문 제 연 구 가 설

멀리뛰기에서 도약거리는 신체분절간

속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멀리뛰기에서 도약거리가 길어지

면 신체분절간 속박이 강화될 것

이다.

멀리뛰기에서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

는 신체분절간 속박형태에 영향을 미

치는가?

멀리뛰기에서 착지면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신체분절간 속박이 강화

될 것이다.

<그림 10-2> 연구문제와 연구가설(1)

이상의 두 가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

연 구 문 제 연 구 가 설

멀리뛰기에서 도약거리와 착지면의

기울기 각도는 신체분절간 속박형태

에 영향을 미치는가?

멀리뛰기에서 도약거리가 길어지

고 착지면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신체분절간 속박이 강화될 것이다.

<그림 10-3> 연구문제와 연구가설(2)

다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의 예를 하나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 구 문 제 연 구 가 설

피드백 제공시기(5분 지연 후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 시행 후 바로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무용동작학
습에 차이가 나는가?

시행 후 바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보다 5분 지연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무용동작학습에 효

과적일 것이다.

<그림 10-4> 연구문제와 연구가설(3)

가설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 가설의 범위, 즉 답이 적용되었을 때의 적

용 범위에 따라서 일반적 가설(general hypothesis)과 구체적 가설(specific hypothesis)

이 있다. 구체적 가설은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측(prediction)하는 것이다.

둘째, 가설의 수준에 따라서 개념적 가설(conceptual hypothesis)과 조작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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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hypothesis)이 있다. 개념적 가설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의 가설로 

일반적 가설과 유사하고, 조작적 가설은 양적 수준에서 수치를 포함하므로 정량화가 

가능해서 구체적 가설처럼 예측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가설을 가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작적 가설

개념적 가설 권위주의적 수업방식은 학습효과를 저하시킨다.

수업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그림 10-5> 개념적 가설과 조작적 가설

위의 조작적 가설에서 연구과정시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성적저하의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잔소리’ 요인과 그 결과인 ‘성적’ 요인이다.

셋째, 가설의 수준에 따른 또 다른 가설로는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과 통계적 

가설(statistical hypothesis)이 있다. 연구가설은 실제 논문에서 쓰는 가설로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자가 기대하는 가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계적 가설은 연구가설과는 반

대의 결과로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통계적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

내면 자신의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적 가설은 영가설(null hypothesis)

과 상응하며 이에 대응되는 연구가설은 대안가설(alternative hypothesis)에 해당된다.

연구 가설 통계적 가설

대안 가설 영 가설

<그림 10-6> 상반 및 대응되는 가설

예를 들어 집단 간 비교 연구에서 진술형태는 다음과 같다.

영 가설

연구 가설 스포츠 참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포츠 참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림 10-7> 비교 연구에서의 연구 가설과 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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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연구에서의 진술형태는 다음과 같다.

영 가설

연구 가설 경제력과 스포츠 참여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

경제력과 스포츠 참여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

<그림 10-8> 상관 연구에서의 연구 가설과 영 가설

연구가설은 두 집단 간 또는 두 요소 간의 통계적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저한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영가설은 조건 간 통계적 차이는 우연으로 인한 

표본오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의 서술 형태에 따라서 서술적 가설(descriptive hypothesis)과 통계

적 가설(statistical hypothesis)이 있다. 서술적 가설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

의 모든 가설들은 서술적 가설에 속한다. 그러나 통계적 가설은 수식이나 기호로 표현

된 가설이다.

통계적 가설

서술적 가설 두 연습방법에 따른 운동학습에 차이가 없다 또는 있다. 

μj = μ'j  또는 μj ≠ μ'j

<그림 10-9> 서술적 가설과 통계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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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변인의 확인

변인(variable) 또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화하는 요인 또는 변화하는 수이다. 이것은 

연구자의 관심이 되는 대상의 속성으로 측정에 따라 그 값이 변하므로 수학적인 용어

로는 변수(變數)라고 한다. 이에 상대적인 용어는 변하지 않는 수인 상수(常數)(con-

stant)이다. 앞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의 형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변인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구에서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연구 종류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뉠 

수 있다. 첫째,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험연구에서는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 종

속변인(dependent variable), 매개변인(intervening variable), 중재변인(moderating 

variable), 통제변인(control variable)이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변인을 도식화할 때

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을 네모(□)로, 결과가 되는 종속변인을 동그라미(〇)로 표시한

다. 

매개

변인

원인 요인

독립변인

중재변인

통제변인

결과 요인

종속변인

<그림 11-1> 실험연구에서의 변인들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요인(factor) 또는 처치

(treat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다고 하자. 여기에서 건강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요인은 운동이다. 즉 운

동이 독립변인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이 건강을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운동을 하는 집단을 비교할 때 운동을 하는 집단에게는 

운동이라는 처치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운동을 독립변인의 처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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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운 동 건 강

<그림 11-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 즉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변화

되는 변인이다. 종속변인을 지칭하고 대변하는 다른 용어로는 측정치(measure), 수행

(performance), 점수(score), 과제(task) 등이 있다. 위의 예에서는 건강이 운동으로 인하

여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이므로 건강이 종속변인이다. 유의할 것은 실험연구에서는 독

립변인을 변화시키거나 조작하고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상관연구에서는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을 둘 다 측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추론(설명) 변인이

다 그러나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술수준에 따라 

경쟁시의 상태불안이 다른가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기술수준에 따라 불안 정도가 달라

지는 이유(숨은 이유)는 자신감이 그 한 이유이므로 자신감은 매개변인이 된다.

독립변인 종속변인매개변인

기술수준 불 안자 신 감

<그림 11-3> 독립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중재변인은 2차적인 독립변인이라고 하며 독립변인이 없어도 존재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술수준에 따라 불안 수준이 다른가를 보는 연구에서 고, 저의 기술수준에 따라

서 경쟁불안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각 기술수준마다 성별에 따라서도 경쟁불안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때 성이라는 변인은 2차 독립변인인 중재변인이 되며, 따라서 연구의 독

립변인은 두 개가 된다. 그러나 이 중재변인은 조작화할 수 없는 속성적인 변인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속성적(attribute)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갖추어진 성, 

인종 등의 타고난 특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비

속성적인 성질의 변인이 우선 순위의 독립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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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성

기술수준

종속변인

중재변인

독립변인

<그림 11-4> 독립변인, 중재변인과 종속변인

통제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이외의 모든 변인이므로 가만

히 놔두면 결과 요소에 영향을 주어서 선택한 원인요소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독립변인의 영향만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연구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왜냐면 통제변인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종속변인

에의 오염효과가 발생하여 정답을 얻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통제변인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혼재변인(confounding variable), 잡음변인(nuisance variable), 외재

변인(extraneous variable), 관련변인(concomitant variable) 등의 유사한 용어가 있다. 

그리고 통제변인은 그 성질에 따라서 인적 또는 성향적 변인(personal or disposi-

tional variable)과 환경적 또는 상황적 변인(environmental or situational variable) 두 

가지가 있다.

둘째, 연구의 다른 형태 중 두 변인간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는 상관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의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예측변인(predictive variable)이라 하고, 종속변인

에 해당하는 것을 준거변인(criterion variable)이라고 한다. 이때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모두 측정한다는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그래서 변인을 도식화할 때도 두 변인 모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둘 간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이 책에서는 모두 〇로 

표시한다.

결과 요인원인 요인

준거변인예측변인

<그림 11-5> 상관연구에서의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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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연구 종류에 따른 변인의 측정 여부

독립(예측)변인 종속(준거)변인

실험연구 변화, 조작 측 정

조사연구 조 사 조 사

상관연구 측 정 측 정

셋째, 측정의 형태에 따라서 피험자간 변인(between-subject variable)과 피험자내 변

인(within-subject variable)이 있다. 독립변인의 처치를 집단마다 다르게 하는 집단간 

비교의 경우는 피험자간 변인이 되는 것이고, 한 집단에게 반복 측정하여 측정시 마다

의 변화를 보는 것은 피험자내 변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변인들에게는 해당되는 특성이 있다. 크게는 영역적(categorical) 또는 비연속

적(discrete) 특성과 연속적(continuous) 특성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이후에 설명할 

측정치의 성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변인을 영역적, 즉 비연속적인 것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변인의 수리적 특징이 명명적인 성질을 띠는 것으로 대상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변인의 측정에 따른 자료(측정치)의 점수는 명명척도(nominal 

scale) 상의 점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자/남자, 운동/비운동 등이 바로 영역적인 성질

이다. 즉 피험자의 특징을 수치화(정량화)하려할 때 만약 성별로 나타내자면 성이라는 

변인은 남자 또는 여자라는 두 가지 영역(범주) 중 하나로 밖에는 나타낼 수 없으며 그 

성질은 곧 명명적이다. 

그리고 연속적인 변인 측정치는 서열척도(ordinal scale), 동간척도(interval scale), 비

율척도(ratio scale) 성질의 척도 위에서 표시될 수가 있다.

변인의 성질

영역적 또는 비연속적 성질

연속적 성질

척 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점 수

명명점수

서열점수

동간점수

비율점수

변 인

명명변인

서열변인

동간변인

비율변인

<그림 11-6> 변인의 성질에 따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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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독립변인에만 해당되는 성질이 있는데 조작 가능한(manipulatable) 주 독

립변인은 활동적(active)인 성질을 갖지만 조작 불가능한(nonmanipulatable) 부차적인 

독립변인, 즉 중재변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고유한 속성적인 성

질을 갖는다. 

주 독립변인이나 부(차적) 독립변인이란 하나의 실험연구에서 조작되는 독립변인이 

여러 개일 때 그 중에서 연구자의 주 관심대상이 되는 1차적인 주요 독립변인이 있을 

수 있고,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2차적 또는 부차적인 독립변인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일반적으로 주 독립변인은 반드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활동적

이라 하고, 부차적인 독립변인은 일반적으로 성, 연령 등과 같이 실험적으로 조작이 불

가능한 성질(즉 속성적)의 변인이 될 경우가 많다. 

<표 11-2> 연구 종류에 따른 변인의 성질

독립/예측변인 종속/준거변인

실험연구
비연속적

(명명적, 영역적)
연속적

(명명적, 서열적, 동간적)

상관연구
연속적

(서열적, 동간적)
연속적

(서열적, 동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