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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인간 피험자에 대한 주의사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학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피험자에 대해서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것이 있다. 미국심리학회(APA)에서는 연구자에게 권고하는 기초적인 도덕적 항목 

5가지를 제시한다(Smith, 2000). 

첫째, 피험자의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피험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점(beneficience)과 무해(nonmaleficence)의 항목으로 연구자는 피험자의 가

능한 이득을 최대화하고 연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정의(justice)의 항목으로 예를 들어 개발된 약을 쇠약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

과 같은 실제 인간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를 할 때는 그 이유와 적합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넷째, 신뢰(trust)의 항목으로 연구자는 연구 중에 피험자에게 믿음을 주며 신뢰성 있

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fidelity)과 과학적 무결성(scientific integrity)의 항목인데 연구자는 

진실의 발견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공표(promulgation)해야 하며 그 결과는 조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심리학회(APA)는 체육학 및 무용학 분야와 같이 인간을 피험자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피험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 4가지를 제시한다

(Hock, 2001).

첫째, 피험자들로부터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적인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

어야 한다. 실험의 목적, 내용, 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실험의 목적상 피험자가 알

려줄 수 없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 중에 언제든지 참여를 그만둘 수 있는 철회의 자유

(freedom to withdraw an any time)를 주어야 한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중에 피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신체적․심리적 해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해야 하고(protection from harm), 연구의 목적상 연구절차의 어느 부분을 

감추고 연구를 하였다면 연구를 종료한 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debriefing).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confidentiality)되어야 한다. 이것

은 피험자에 대한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과물에 피험자의 이름을 올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익명성(anonymity)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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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연구자의 태도와 자세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때로는 연구결과를 조작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글을 인용하며, 오로지 실적을 

위해 형식적인 연구물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학자의 자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의 학문적 구조와 내용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에서는 학문사대주의에서 탈

피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이론은 무엇이든지 맞는 것 같고, 외국 책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독자적 관점을 정립하여 연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차원에서 1960년에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Peter B. Medawar(1979)는 이제 

막 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구자의 바르지 못한 태도 요인을 몇 가지 

비판하고 있다. 

첫째, 공동연구(collaboration)의 경우에 연구자들 각자가 그 연구는 ‘내 아이디어였

다’거나 ‘드디어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군’ 등의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연구자는 공동연구(협동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시너지즘

(synergism)이란 개인 각각의 기여 합보다 협동의 결과가 크다는 것으로 공동연구의 발

표시 자신의 기여가 더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연구자, 그리고 동료와 공동연구를 하면

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중지하고 차라리 단독연구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자신의 실수(mistakes)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험 과정상의 

실수는 즉각 시인하고 밝혀야 한다. 실수에 대한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연구 가설만을 

도와주는 내용만 공개한다면, 같은 가설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다. 왜냐면 가설이 옳다는 확신의 정도는 가설의 진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습관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연구자는 결국 다른 연구자들도 속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내보이려고 한다. 이것은 

선취권(priority)의 문제인데 주로 젊은 학자에게서 많이 두드러진다. 젊은 연구자들은 

간혹 자신의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려고 한다는 조바심을 갖게 된다. 너무나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자기 연구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

지 않는다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수완(scientman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옳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과학자들을 격하시키는 

기술(techniques)을 말한다. 이런 수완이 좋은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자의 주제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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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이미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행동한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연구를 하여 발표하는 논문에는 동료 연구자의 문헌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문헌 항목에서는 빼버리고, 오래 전에 알았다는 듯이 선구적인 역할을 한 다른 연구자

의 문헌만을 인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막 학자가 되기 위해 수업을 받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그리고 

이미 숙련된 연구자가 되어있는 사람 모두 연구에 앞서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 무엇

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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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연구윤리의 확립

이제 국내의 학계에서는 그간 음성적으로만 얘기되어오던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표절(plagiarism), 논문대필 등의 연구윤리(research ethics) 관련 문제들

이 발생하여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 문제는 유럽보다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교육제도와 학풍을 

따르는 국내에서 더 발생빈도가 많다. 유럽의 국가 중 독일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1919년 Weber의 연설문에는 독일과 미국에서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처음 

진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사강사(privatdozent)를 시작으로 직업적

인 학자의 길로 들어서며 자신의 저서를 평가받거나 시험에 합격하여 학과의 교수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후 조교(assistent)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학

과 업무 보조와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젊어서

부터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낳게 되고, 미국식 학풍은 지도교수의 추천

과 양적인 업적 평가를 중요시 하므로 학문을 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요행을 낳을 가능

성이 커지게 된다(Weber, 1996).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교수가 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년까

지의 안정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종신교수직(tenure)을 보장받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지원비를 교수 스스로의 큰 

노력을 통해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일정한 양의 연구를 수행

하지 못하면 교수로서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연구의 성과가 교수 개

인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연구 성과를 우선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부정을 촉발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2007).

그렇다고 연구윤리는 유럽에서만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학자들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낳게 되는 사례들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윤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2007)이 공동으로 연구한 외국 대학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 연구윤리 분석모형은 크게 3가지의 중심축을 이

룬다; 연구윤리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연구윤리 구현(implementation), 연구윤리 

준수 및 감독(compliance and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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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준수⋅감독

-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감독
-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연구부정행위 제보 처리과정
-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제보
처리과정은 어떠한가?

- 연구윤리 관련 전문 지침서가 있는가?
- 일반 핸드묵이 연구윤리 지침서를
포함하는가?

- 학위 교과과정에 연구윤리가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 연구윤리 관련 정규 교육프로그램⋅세미나가 있는가?
- 연구윤리 관련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세미나가 있는가?

- 학생들의 과제에서 연구윤리 위반을
점검하는가?

- 모든 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가?

- 맨체스터대학교의 개인발달계획과 같은
멘토링 시스템이 발달되어있는가?

지침서

교직원⋅
연구자⋅학생
대상 교육

연구윤리

구현

학생 관리

연구윤리

제도화

조직제도

(하드웨어)

운영내용

(소프트웨어)

- 대학전체 연구윤리 총괄기관이 있는가?
- 초대학적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가?
-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는가?

- 행정조직상 연구윤리 전담부서가 있는가?
- 윤리센터가 있는가?
- 학과 사이에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가?

- 자발적인 윤리지침, 강령, 선언문이
있는가?

- 행정적 규제력을 갖는 윤리방침이
있는가?

- 자체적으로 수립한 윤리강령이 있는가?
- 초대학적 기관의 윤리강령을 준용했는가?

<그림 23-1> 외국 대학 연구윤리 확립활동의 분석 모형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2007, pp.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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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윤리의 제도화에서는 대학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

mittee)에 연구윤리 담당부서 등의 제도 마련이라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구체적인 윤리

지침(guideline)이나 강령(code) 및 선언문(statement)의 마련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

면으로 구분된다. 국내 대학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은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구체

적인 소프트웨어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올해 들어 연구지침이 마련되었어도 내

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연구윤리의 구현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지침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관리에 대한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국내의 대학생들은 보고서

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표절의 문화가 심각하게 퍼져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도 없

는 상태이므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우수한 학생관리 사례인 맨체스터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표절

검색프로그램으로 검사하여, 표절을 방지하고, 동시에 학생의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이 

학생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들 간의 표절, 하지도 

않은 연구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문제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준수 및 감독에서는 연구윤리 감독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에 참여했던 구성원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구윤리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므로, 연구 진행 과정 중의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

고,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보 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대

학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자인 교수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 

확립 방안이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하나의 진실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

직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과 국가는 진실된 연구자들의 연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내의 대학과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큰 걸음

은 시작했다. 이러한 큰 조류에 힘입어 연구자 개개인도 연구윤리 의식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123

참 고 문 헌

강병서 (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김기웅 (1996). 스포츠심리학 연구방법의 이론적 근거. 스포츠심리학회 편, 스포츠심리학 연구

법 (pp. 1-13). 서울: 보경문화사.

김기웅 (2001). 체육학연구법 강의노트. 비매품.

권영후 (1994). 촬영술을 이용한 인체운동의 분석(Ⅰ). 스포츠과학, 48, 31-35.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2007).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비매품.

백진호 (2001). 근전도에 대하여. 스포츠과학, 77, 70-77.

비행기 바라보다 뒤로 넘어지는 펭귄? (2001. 3). 과학동아, 25.

성태제 (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성태제 (1999).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성태제 (2000).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양서원.

안문경 (1998). 과제수행조건에 따른 신체분절의 제어형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

교 일반대학원.

안병화 (1996). 스트레인게이지의 원리와 활용. 스포츠과학, 57, 41-45.

엄한주 (1996). 심리검사지 개발 및 분석에 관한 고찰. 스포츠심리학회 편, 스포츠심리학 연구법 

(pp. 45-82). 서울: 보경문화사.

엄한주 (2000). 설문지 개발과 통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원우회 특강자료집. 

비매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0). 철학소사전. 서울: 도서출판 동녘.

Bennet, D.J. (2001). 확률의 함정 (박병철 역). 서울: (주)영림카디널. (원저 2000년 출판)

Borkowski, J.G., & Anderson, D.C. (1977). Experimental psychology: Tactics of behavioral 

research.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Bruning, J.L. (1977). Computational handbook of statistics (2nd ed.). Glens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Christensen, L.B. (1997). Experimental methodology (7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Cronbach, L.J. (1951). Coeffic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 Psychometrika, 16, 

297-334.

Hays, W. L.(1991). Statistics. Harcourt Brace & Company.

Hock, R.R. (2001). 심리학을 변화시킨 40가지 연구 (유연옥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2년 출

판)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124

Hopkins, K.D., Stanley, J.C., & Hopkins, B.R. (1990).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

ment and evaluation (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Jaspers, K. (1959). The idea of the university (H.A.T. Reiche & H.F. Vanderschmidt, Trans.). 

Boston: Beacon Press.

Johnson, J.M., & Pennypacker, H.S. (1980). Strategies and tactics of human behavioral 

research. Hillsdale, NJ: Earlbaum.

Kerlinger, F.N., & Lee, H.B. (2000).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Kuder, G.F., & Richardson, M.W. (1937). The theory of the estimation of the reliability. 

Psychometrika, 2, 151-160.

Kuhn, T.S. (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tens, R., Burton, D., Vealey, R.S., Bump, L.A., & Smith, D. (1982, June). Cognitive and so-

matic dimentions of competitive anxiety (CSAI-2). Paper presented at NASPSPA 

Confetenc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atheson, D.W., Bruce, R.L., & Beauchamp, K.L. (1970). Introduction to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Matheson, D.W., Bruce, R.L., & Beauchamp, K.L. (1978). Experimental psychology: Research 

design and analysis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Medawar, P.B. (1979). Advice to young scientist. BasicBooks.

Myers, A. (1980).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D. Van Nostrand Co.

Ray, W.J. (1997). Methods: Toward a science of behavior and experi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 /Cole Publishing Company.

Robinson, P.W. (1981). Fundamentals of experimental psycholog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osenthal, R., & Jacobson, L. (1966). Teachers' expectancies: Determinates of pupils' IQ 

gains. Psychological Reports, 19, 115-118.

Rosenthal, R., & Rosnow, R.L. (1984). Essentials of behavioral research: Method and data 

analysis. New York: McGraw Hill.

Sheridan, C.L. (1979). Methods in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inger, R.N. (1980). Motor learning and human performance: An application to physical edu-

cation skills and movement behaviors (3rd ed.). New York: Macmillan.

Smith, M.B. (2000). Moral foundations in research with human participants. In B.D. Sales & 

S. Folkman  (Eds.), Ethics in research with human participants (pp. 3-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125

Tawney, J.W., & Gast, D.I. (1984). Single subject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Thomas, J.R., & Nelson, J.K. (1990). Research methods io physical activity (2n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Thorndike, E.L. (1918). The nature, purpose, and general method of measurements of educa-

tional products. In the 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35, 492-501.

Tuckman, B.W. (1999). Conducting educational research (5th ed.). Orlando, FL: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Vincent, W.J. (1995). Statistics in kinesiolog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Weber, M. (1996). 직업으로서의 학문 (금종우 역). 서울: 서문당. (원저 1919년 출판)

Winter, D.A. (1990). Biomechanics and motor control of human movement (2nd ed.). John 

Wiley & Suns, Inc.

Wood, G. (1977). Fundamentals to psychological research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