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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요강
1. 석․박사학위자격시험 일정 및 응시요령
가. 외국어시험
1) 근거규정 :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0조 내지 제53조
2) 응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1학기 이상 수학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2학기 이상 수학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배점 및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된 자는 차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라) 시험문제 출제 및 출제기준
(1) 시험위원 : 시험위원은 매 학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출제기준 :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으로 하고, 객관식(4지선다형) 25
문항으로 출제하며, 전공영역의 원서를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나. 전공종합시험
1) 근거규정 :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0조 내지 제53조
2) 응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2학기 이상 수학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수학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배점 및 합격기준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평균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차기시
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중 낙제과
목이 있고,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에는 낙제과목에
한하여 차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4) 시험문제 출제 및 출제기준
가) 시험위원 : 과목별 출제위원을 매 학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나) 출제기준 :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5과목으로 각 과목별 2문
항씩 출제하며, 주 전공 과목과 이에 관련된 부 전공 분야의 수
준을 평가함으로써 석․박사학위 취득 자격을 판정한다.

다. 시험일정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대학원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당해연도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름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응시료(과목별 10,000원)
다) 응시원서 서식 : 규정［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시행
나) 시험장소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전 대학원홈페이지에 공지
3) 합격자 발표 : 정해진 일자에 홈페이지에 공지

2.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일정 및 요령
가.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1) 근거규정 :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4조
가)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나)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 박사학위과정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 학술지 게재 등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라) 외국인학생의 경우 입학전형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

나. 논문제출예정자 등록(대학원생)
1) 등록시기 : 전기 10월 말, 후기 4월 말
2) 구비서류
가)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 규정［별지 제6호 서식］
나) 논문심사료 : 별도로 정함
3) 등록처 : 대학원

다.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각 학과 및 대학원)
1) 심사위원 추천 : 학과 주임교수(전기 10월, 후기 4월)
2) 심사위원 위촉 : 대학원장(전기 10월, 후기 4월)
3) 제출서류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규정［별지 제7호 서식］)

라. 예비심사용 논문제출(대학원생)
예비 심사용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로 별첨 예시 규격에 맞추어 작성 제출
1) 제출시기 : 전기 11월 초, 후기 5월 초
2) 구비서류
가) 심사용 논문 석사 4부, 박사 6부
나)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요약문 1부
3) 제출처 : 학과 심사위원

마. 예비심사 : 공개발표(대학원생)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62조에 의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실시해야 한다.
1) 발표기간 : 전기 11월 중순, 후기 5월 중순
2) 심사방법 : 본 심사 전까지 학과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자체실시
3) 심사결과보고 : 심사위원장이 대학원장에게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4) 제출서류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규정［별지 제8호 서식］)

바. 본심사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심사위원)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62조에 의거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1) 심사기간 : 전기 11월 말 ~ 12월 중순, 후기 5월 말 ~ 6월 중순
2) 심사방법 : 각 학과별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 실시
(석사학위 1회 이상, 박사학위 2회 이상 실시)
3) 심사결과 : 심사위원장이 대학원장에게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4) 제출서류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규정［별지 제9호 서식］)

사. 완성논문 제출(대학원생)
최종 완성논문은 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작성요강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 제출기간 : 전기 12월 말, 후기 6월 말
2) 제출서류 : 인준서에 심사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된 논문(하드커버)3부 (박사 5부)

아. 석․박사학위 수여여부 심의(대학원위원회)
1) 심의기간 : 전기 1월 중순, 후기 7월 중순
2) 심의방법 : 석․박사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

3.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요강
가. 논문의 제본 및 인쇄
구분
표지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4× 6배판
양장제본

본문 4× 6배판

종 류

작 성 방 법
방법 및 체제

활자크기

하드카바 - 흑색
바탕에 금박인쇄

단면인쇄
(예시참조)

예시참조

80파운드이상 백색
또는 미색 모조지

단면 또는 양면 인쇄
(예시참조)

예시참조

나. 논문 작성요령
1) 논문 특성
가) 논문(論文)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 의견,
주장을 논리와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쓴 글이다.
나)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연구방법
및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연구를 실행하고,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2) 논문 제목
가) 논문의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나)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가장 함축적이어야 한다.
다)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방법, 대상 등과 같은 논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3) 논문 요약
가) 국문 논문 요약은 간결하고 명확하지만 논문의 목적과 전체 내용이 정확
하게 나타나게 정리한다.
나) 주요 단어(key-word)가 포함되도록 한다.
4) 번호 체계
가) 논문의 장, 절, 항, 목의 번호 체계는 Ⅰ, 1, 1), (1), ①로 한다.
나) 장과 절, 항, 목의 제목은 위계 체계를 갖추고,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언어와 문장
가)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한자,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문장의 표현은 문장 길이, 문법적 적합성,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체제에
맞추어 서술해야 한다.
다) 시제는 현재형과 과거형을 주로 사용한다. 현재형은 이론을 인용할 때,
개념과 용어를 정의할 때, 연구자의 의견을 진술할 때 사용한다. 과거
형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때, 연구 방법, 결과, 요약을 기술
할 때 사용한다.
라) 인칭은 ‘저자’, ‘연구자’ 등 3인칭으로 쓴다.
마) 외래어는 가능한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번역한 용어가 생소하거나
특수한 경우 괄호 속에 원어를 쓴다.
6) 약어, 기호, 숫자
가) 약어, 기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래어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뜻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괄호 속에 원어를 적는다.

나) 숫자
원칙적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0 미만의 숫자는 기수로
표현할 수 있고, 서열을 표시하는 경우 서수로 표현한다. 수량 단위는 가
급적 SI단위를 사용한다.
<표 1> SI 기본단위(base unit)
양

명칭

기호

길이

meter

m

잘량

kilogram

kg

시간

second

S

전류

ampere

A

온도

kelvin

K

물량단위

mole

mol

광도

candela

cd

7) 도표와 그림
가) 표
표는 반드시 일련의 표 번호를 부여하고, 위쪽에 표 번호와 제목을 표기
한다. 단위(%, 원 등)는 표의 오른쪽 상단에 기술한다. 출처가 있는 표의
경우, 표의 하단에 출처를 제시한다.
나) 그림
그림은 반드시 일련의 그림 번호를 제시하고, 그림의 아래 중앙에 그림
번호와 제목을 표기한다.
8) 인용과 주
가)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다른 사람의 문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짧은 인용은
“”또는 『』로 표시한다. 긴 인용문은 별도의 문단으로 서술한다. 인용
문의 끝에 저자명, 발행년, 인용범위(쪽수)를 괄호 속에 기재하거나, 주
(註)를 달아야 한다.
나)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다른 사람의 연구 및 문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거나 연구자
의 말로 쉽게 표현하는 것으로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명과 발
행 연도를 표시하거나 괄호 속에 해당 참고문헌의 번호를 표기한다.
다) 주(note)
주는 인용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거나 본문 내용 중 그 뜻을 풀
어서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다. 본문 문장의 끝 우측상단에 작은 글자로 숫

자를 붙이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 선을 긋고 작은 글자로 설명을 적는다.
9) 참고문헌
이공계의 참고문헌 표기는 과학계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인 CS(Citation
Science) 방식이나 NY(Name-Year)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각
학문 분야별 대표 학회의 출전표기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따르도록 권장
한다.
인문사회의 양식은 학문분야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인문․사회과학에
서 주로 사용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따른다.
가) 단행본
국내 단행본은 저서명, 년도, 지역, 쌍점(:), 출판사의 순으로 적는다.
영문 단행본은 저서명의 첫 단어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모두 소
문자로 적으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나) 정기간행물
국내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연도, 제목, 게재지, 권수(호수), 페이지 범
위의 순으로 기입하고, 영문 정기 간행물의 제목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
머지는 소문자로 기입하며 간행물의 학회지명과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
다) 잡지 및 신문
잡지에 실린 글은 저자명, 괄호하고 년 월, 제목, 호, 페이지를 기재한
다. 일간신문은 저자, 괄호(년,월, 일), 제목, 신문명, 페이지 순으로 적
는다.
라) 역서
한글로 번역된 책은 원 저자명, 연도, 번역서명, 원 저서명(영문은 이탤
릭체), 역자명, 출판지, 출판사를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로 안에
제시한다.
마) 학위 논문
국내 학위논문은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위수여기관, 학위명 순으
로 기재한다.
10) 부록
부록은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 질문지, 인터뷰 문항 등 연구방법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포함하지 못한 자료들을 일련의 번
호를 붙여서 제시한다.
11) Abstract(영문요약)
Abstract(영문요약)은 영문으로 작성하는데, 국문요약과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2페이지 이내로 한다.

다. 논문의 체제
1) 겉표지(예시1, 2 참조)
2) 내표지(예시3, 4 참조)
3) 인준서(예시5 참조)
4) 감사의 글(사사) -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국문요약(예시6 참조)
6) 목차(예시7 참조)
7) 표, 그림, 사진목차(예시8, 9 참조) -필요한 경우에 한함
8) 본문내용(예시10, 11, 12, 13 참조)
9) 참고문헌(예시14 참조)
10) 부록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Abstract(예시15 참조)

이공계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서식

(예시 1) 석․박사학위논문 표지(19㎝× 26㎝)

↑
3㎝

○○學位論文

↓

(16pt,신명조,진하게)

↑

3㎝

↓

○○○○○特性에

關한

基礎的 硏究 (21pt,신명조,진하게)

↑
↓

1.5㎝

A Basic Study on the ..... (14pt)

↑

1.5㎝

↓

(영문대문자기준,신명조,진하게)

※전체 form에 맞추되, 변경 가능)

(

韓國交通大學校 大學院
(21pt,신명조,진하게)

↑
↓
○○學科 ↑○○專攻(16pt,신명조,진하게)
1.5㎝
↓
1.5㎝

洪

吉

↑
1.5㎝
↓

童 (21pt,신명조,진하게)

201 ◌ 年 12月 (16pt,신명조,진하게)

↑

3㎝

↓

(예시 2) 석․박사학위논문등표지(19cm× 26cm)

↑
2㎝
↓

○
○
○
○
特
性
에
關
한
基
礎
的
硏
究

………(14pt,신명조,진하게)

洪
吉
童

↑
2㎝
↓

………(14pt,신명조,진하게)

(예시 3) 석․박사학위논문 내표지(18.5㎝× 25㎝)

↑
3㎝

↓

○○學位論文(14pt,신명조,진하게)

↑

3㎝

↓

○○○○特性에

關한

基礎的 硏究 (21pt,신명조,진하게)

↕ 1㎝

A Basic Study on the ..... (14pt,신명조,진하게)

↑

1.5㎝

指導敎授

↓

(영문대문자기준)

※전체 form에 맞추되, 변경 가능)

(

○○○
↑
↓

(16pt,신명조,진하게)

2㎝

201 ◌年 12月 (14pt,신명조,진하게)

↑
↓

2㎝

韓國交通大學校 大學院 (21pt,신명조,진하게)

↕ 1㎝

○○○↑學科(

16pt,신명조,진하게)

1.5㎝

洪

↓

吉

↑

3㎝

↓

童 (21pt,신명조,진하게)

(예시 4)

(18.5㎝× 25㎝)

↑
3㎝

↓

○○○○特性에

關한

基礎的 硏究 (21pt,신명조,진하게)

A Basic

↕0.5㎝
Study on
↑

the...... (14pt,신명조,진하게)
(영문대문자기준)

↑

1.5㎝

↓

指導敎授

○○○

(16p,신명조,진하게)

↑

3㎝

↓

이 論文을

○○學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6pt,신명조,진하게)

↑
↓

2㎝

201 ◌년 11월 (14pt,신명조,진하게)

↑
↓

2㎝

韓國交通大學校 大學院 (21pt,신명조,진하게)

○○○學科

洪

吉

↑

3㎝

↓

(16pt,신명조,진하게)

童 (21pt,신명조,진하게)

(예시 5) 인준서(18.5㎝× 25㎝)

↑
5㎝

↓

洪吉童의

○○學 ○○學位論文을 認准함
(21pt ,신명조,진하게)

↑
↓

2㎝

201◌년

12月(14pt,신명조)

↑

3㎝

↓

審査委員長

(16pt,
(印) 신명조,진하게)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

← 2.5㎝ →

5㎝

↓
韓國交通大學校 大學院 (21pt,신명조,진하게)

↑

3㎝

↓

(예시 6) 요약(18.5㎝ ×

25㎝)

↑
3㎝
↓

요

약(16pt,바탕,진하게)
↕ 1㎝

제 목 : ○○○○特性에 關한 基礎的 硏究 (16pt,바탕,진하게)
↑

1.5㎝
↓
本 硏究는 ○○○○特性을 究明하기 爲한 硏究이다.
(12pt,바탕)
↕ 1㎝
← 2 .5㎝ →

本 硏究의 目的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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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
↓

요

약(16pt,바탕,진하게)
↕ 1㎝

제 목 : ○○○○에 관한 사례연구(16pt,바탕,진하게)
↑

1.5㎝
↓
本 硏究는 ○○○○特性을 究明하기 爲한 硏究이다.
(12pt,바탕)
↕ 1㎝
← 2 .5㎝ →

본 연구는 소재 500 병상 이상의 사례 대상으 ← 2 .5㎝ →
로 하여 경영성과 분석 후 경영개선 방안을 제
시한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1.5㎝
↓
- ⅰ -(12pt)
↑

1.5㎝
↓

(예시 7) 목차(18.5cm× 25cm)

↑
3㎝
↓

목

차(16pt,바탕,진하게)
↕1㎝

(12pt,바탕)

요
약
표 목 차
그림목차
사진목차

․․․․․․․․․․․․․․․․․․․․․․․․․․․․․․․․․․․․․․․․․․․․․․
․․․․․․․․․․․․․․․․․․․․․․․․․․․․․․․․․․․․․․․․․․․․․․
․․․․․․․․․․․․․․․․․․․․․․․․․․․․․․․․․․․․․․․․․․․․․․
․․․․․․․․․․․․․․․․․․․․․․․․․․․․․․․․․․․․․․․․․․․․․․

ⅰ
ⅲ
Ⅳ
Ⅴ

← 2 .5㎝ →

↕1㎝
← 3㎝ →

Ⅰ. 서 론(16pt,바탕,진하게)․ ․ ․ ․ ․ ․ ․ ․ ․ ․ ․ ․ ․ ․ ․ ․ ․ ․

1

↕1㎝

Ⅱ. 이론적 배경

․․․․․․․․․․․․․․․․․․․․․․․․․․․․ 6

1. ○○○○(14pt,바탕)
2. ○○○○
↕1㎝

Ⅲ. 연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14pt,바탕)
2. ○○○○
3. ○○○○
↕1㎝

Ⅳ.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참고문헌(12pt,바탕)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
3㎝
↓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사진목차
page는 로마자(ⅰ,ⅱ.)로 표기한다.

(예시 8) 표 목차(18.5㎝× 25㎝)

↑
3㎝
↓

표

목

차(16pt,바탕,진하게)

↕ 1㎝
← 3㎝ →
(12pt,바탕)

<표 2-1> ○○○○○○○○ …………………… 10
<표 2-2> ○○○○○○○○ ○○○○ ………… 22
<표 3-1> ○○○○○○ ………………………… 27
<표 3-2> ○○○○ ……………………………… 30

← 2 .5㎝ →

………………………………………………………
………………………………………………………
………………………………………………………
………………………………………………………
………………………………………………………
………………………………………………………
………………………………………………………
………………………………………………………
………………………………………………………
………………………………………………………
………………………………………………………
………………………………………………………
………………………………………………………
………………………………………………………
………………………………………………………
………………………………………………………
………………………………………………………
↑
1.5㎝
↓
- ⅲ ↑
1.5㎝
↓

※ 그림 목차의 표기는 장별로
표기하며 한글과 영문을 쓸 수
있되, 통일한다(위 예시 참조).

(예시 9) 표 목차(18.5㎝× 25㎝)

↑
3㎝
↓

그림목차(16pt바탕,진하게)
↕ 1㎝
← 3㎝ →
(12pt,바탕)

<그림 3-1> 포물선형의 … 재결합 ……………… 23
<그림 3-2> ○○○○○ …………………………… 23

← 2 .5㎝ →

………………………………………………………
………………………………………………………
………………………………………………………
………………………………………………………
………………………………………………………
………………………………………………………
………………………………………………………
………………………………………………………
………………………………………………………
………………………………………………………
………………………………………………………
………………………………………………………
………………………………………………………
………………………………………………………
………………………………………………………
………………………………………………………
………………………………………………………
………………………………………………………
………………………………………………………
↑
1.5㎝
↓
- Ⅴ ↑
1.5㎝
↓

※ 그림 사진 목차 등의 표기는
장별로 표기하며 한글과 영문을 쓸
수 있되, 통일한다(위 예시 참조).

(예시 10) 본문 제목, 각주표기 (18.5㎝ ×

25㎝)

↑
3㎝
↓

Ⅰ. 서 론(16pt,바탕,진하게)
↕ 1㎝
←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0～12pt,바탕)

↑
1.5㎝
↓
(10～12pt,바탕)

의료 시장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고도의 산업화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시장의 시장성, 공공성 여부에 대
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른바, 한국의 의료가 정체성의 혼
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태훈, 2008). …………………
……………………………………………………………………
……………………………………………………………………
……………………………………………………………………
……………………………………………………………………
……………………………………………………………………
……………………………………………………………………
……………………………………………………………………
……………………………………………………………………
……………………………………………………………………
……………………………………………………………………
……………………………………………………………………
……………………………………………………………………

↕ 1㎝
※ 본문은 각주 포함 세로 23행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page는
하단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1.5㎝
↓
- 1 ↑
1.5㎝
↓

← 2.5㎝ →

(예시 11) (18.5㎝× 25㎝)

↑
3㎝
↓

Ⅱ. 이론적 배경(16pt,바탕,진하게)
↕ 1㎝
← 3㎝ →

(10～12pt,바탕)

1. 의료법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10～12pt,바탕)
↑
1.5㎝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며 의료기관의 종류는 ………
……………………………………………………………………
……………………………………………………………………
……………………………………………………………………
……………………………………………………………………
……………………………………………………………………
……………………………………………………………………
……………………………………………………………………
……………………………………………………………………
……………………………………………………………………
……………………………………………………………………
……………………………………………………………………
……………………………………………………………………
……………………………………………………………………
……………………………………………………………………
……………………………………………………………………
……………………………………………………………………
……………………………………………………………………
……………………………………………………………………

↑
1.5㎝
↓
- 6 ↑
1.5㎝
↓

← 2.5㎝ →

(예시 12) (18.5㎝× 25㎝)

↑
3㎝
↓

Ⅲ. 연구 결과(16pt,바탕,진하게)
↕ 1㎝
← 3㎝ →

(10～12pt,바탕)

1. 수익성 지표 분석(10～12pt,바탕)
↑
1.5㎝
↓
투입된 자원과 이익과의 비율이 적당한가를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1.5㎝
↓
- 40 ↑
1.5㎝
↓

← 2.5㎝ →

(예시 13) (18.5㎝ ×

25㎝)

↑
3㎝
↓

Ⅳ. 결 론(16pt,바탕,진하게)
↕ 1㎝
본 연구는 소재 500 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의 재무상태 ← 2.5㎝ →
← 3㎝ →
(10～12pt,바탕) 및 경영성과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69 ↑
1.5㎝
↓

(예시 14) 참고문헌(18.5㎝×

25㎝)

↑
3㎝
↓

참고문헌(16pt,바탕,진하게)
↕ 1㎝
김일순, 이용호, 유승흠(1985). 보훈병원 경영합리화 방안. ← 2.5㎝ →
← 3㎝ →
(10～12pt,바탕) 연세대학교 연구 및 보건개발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71 ↑
1.5㎝
↓

(예시 15) 영문요약(18.5㎝× 25㎝)

↑
3㎝
↓

Abstract(16pt,바탕,진하게)
↕ 1㎝
← 3㎝ →
(10～12pt,바탕)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 2.5㎝ →

the management of the hospital by generating major
problems
through
materials

and
the
of

seeking

improvement

comparison
the

hospital

of

then

where

the

resolutions
management
researcher

works and that of hospitals in other districts.………
……………………………………………………………………
……………………………………………………………………
……………………………………………………………………
……………………………………………………………………
……………………………………………………………………
……………………………………………………………………
……………………………………………………………………
……………………………………………………………………
……………………………………………………………………
……………………………………………………………………
……………………………………………………………………
……………………………………………………………………
……………………………………………………………………
……………………………………………………………………
……………………………………………………………………
……………………………………………………………………
……………………………………………………………………
……………………………………………………………………

↑
1.5㎝
↓
- 75 ↑
1.5㎝
↓

※ Abstract 내용은
2페이지 이내로 한다.

Ⅱ. 이공계 석․박사학위논문 연구방법론
1. 이공계 학위논문작성법
가. 학위논문의 구비 조건
논문은 연구의 결과, 즉 자신이 발견한 어떠한 지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 그리
고 그 관찰로부터 습득된 어떠한 "가정/가설(hypothesis)", 그리고 그 가설
을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증명(proof)"하는 과정이다. 그 연구 결과
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수준/창의성/기여/활용 면에서),
그 연구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은 이러한 일반적인 논문의 특성과 함께 다음
과 같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창성 : 독창성은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이다. 독창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될 수 있다.
l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다.
l 선행 연구방법과의 차별성을 입증한다.
l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l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해설한다.
2) 치밀성 : 학위논문은 문헌고찰이나 실험에서 세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료의 편중이나 일부 내용의 누락에 주의해야 한다.
3) 정확성 :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는 인용 자료의 정확한 서지를 제공해야 하며 인용된
자료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검증된 통계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4) 객관성 : 논문에서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연구자의 감정이나 편견, 선입견은 철저히 배제
해야 한다.
5) 검증성 및 재현성 : 논문의 연구 결과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의 출처, 연구방법 및 문제 해
결에 이용된 접근법 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6) 윤리성 : 논문 내용 중 거짓된 자료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간접인용을 직접인용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절이나 대필하는 행위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7) 구성/형식 : 학위논문은 제출하는 논문의 작성형식을 내용과 함께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방법, 실험방법, 결과분석 등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학위논문작성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나. 논문의 구성 및 일반적 지침
1) 논문의 구성 : 이공계 학위논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차례대로 포함한다.
l 국문초록 (Abstract)
l 목차 (Contents)
l 서론 (Introduction)
l 연구방법 (Methods)
l 연구결과 (Results)
l 고찰 (Discussion)
l 결론 (Conclusion)
l 참고문헌 (References)
l 영문초록 (Abstract))
l 부록(필요시) (Appendix)
2) 일반적 지침 : 학위논문의 작성 시 따라야 할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인쇄 양식
l 용지는 4× 6배판 크기에 가로로 쓰며 l 면에 33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l 항목구분 번호는 Ⅰ, 1, (1), 1)의 순으로 논문전체에서 통일되도록 한다.
l 면(page) 번호를 붙인다.
l 그 외 인쇄양식(외표지 인준지 등)은 대학원 요람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약자 및 부호
l 약자 및 부호의 사용은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 논문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처음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괄호 속에
그 의미를 정의해 준다. 본문 전에 목록을 두어 찾아보기 쉽게 할 수도 있다.
l 약자 사용이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위 : 도량형 단위표시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단,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단위
가 SI 단위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1> SI 기본단위(bas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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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학 및 수학식 : 화학 반응식, 구조식, 수학식 등은 줄을 바꾸어 본문의
줄과 줄 사이에 쓴다. 화학물질 및 효소 등의 명명은
International Scientific Union의 제안을 따른다.

⑤ 표와 그림
l 표와 그림은 각각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본문 앞에 표목차와 그림목차를 두어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다.
l 표는 상단에 제목을 쓰고 각 열별로 열의 내용을 나타내는 열 제목을 부여한다.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legends) 및 각주
(footnotes)를 쓸 수 있다.
l 그림은 그림 하단에 제목을 쓰고 설명을 붙인다. 그림은 개괄적인 형태나 변화
양상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 간단해야 하고 전체적인 윤곽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성격에 알맞은 그림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며 그림에
들어가는 기호(symbol)는 가능한 한 보편적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프가 들어가는
경우 가로축과 세로축의 단위와 내용을 명시한다.
⑥ 주석 : 참고문헌을 본문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는 내주를 사용하고 본문
이나 표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 표시를 하고 당
해면의 하단에 주해를 붙일 수 있다.
⑦ 참고문헌 : 참고문헌 목록 작성요령과 참고문헌의 인용방법은 유관 분야의
학술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학과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학위논문전체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도록 한다.

다. 각 부분의 세부 요건과 기술지침
1) 제목
주제와 제목을 구분함으로써 제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연구주제
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분석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하는 문제인
반면, 논문의 제목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 즉 분석의 결과인 새로운 발
견이나 주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는 연구계획서 작성단계에서
드러나지만 제목은 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의 결과가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설명이라면 연구
대상만을 드러내는 제목도 유용하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거
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 아래 <표2>는 논문 제목의 사례로서
구체적 대상을 드러내지 않은 제목과 구체적 대상을 드러낸 제목을 대비하
여 보여준다. <표3>은 더 발전한 형태로서 연구대상만을 드러낸 제목과 연
구대상과 함께 주장과 결과를 드러낸 제목의 사례를 보여준다. 각 표에서
왼쪽 열보다 오른 쪽 열의 사례들이 더욱 바람직한 논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2> 논문제목 비교1
구체적 대상을 드러내지 않은 제목

구체적 대상을 드러낸 제목

수동 조작부품의 감성 품질의 정량화

수동 조작부품의 잡는 느낌, 동작감, 반응
소리에 대한 감성공학적 정량화

함정 설계 및 생산에서의 GT응용

함정 설계 및 생산에서의 GT를 응용한 플랫폼
패밀리 구성

<표3> 논문제목 비교2
연구대상만을 드러낸 제목

연구대상과 함께 주장과 결과를 드러낸 제목

수주형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잠재손실 요인의 사전 관리를 가미한 수주형
설계에 관한 사례 연구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과 네트워크 효과

제조업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후생복지 증진

뉴스전문 TV의 네트워크 디자인 개발에 네트워크 디자인 개발을 통한 뉴스전문 TV의
관한 연구

다 채널화 시대 차별화 전략 구상

일반적으로 학위논문 제목을 정할 때 지켜야 할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를 끌도록 서술적이며 명료한 정보를 포함시킨다.
②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한다.
③ 내용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④ 약자, 속어, 상품명의 사용을 피한다.
⑤ 소제목의 사용을 가능한 피한다.
⑥ “...에 관한 연구”, 또는 “...에 관한 고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중요한 단어를 먼저 배치한다.
예) (가)에서 (나)가 (다)에 미치는 영향
(가) 종(Species)
(나)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s)
(다)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s)
2) 초록
초록은 본문을 읽지 않고도 학위논문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진 요약문으로 ①연구의 기본목표와 범위 ②연구재료와 방법 ③연구결
과의 요약 ④결론과 같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며 분량은 1-2면으로 한다.

가) 한글요약
① 기능：논문의 개요(overview) - 단독으로 읽더라도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
② 내용：논문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l 왜 (question) 목적(서론)
l 어떻게 (what was done) 대상 및 방법
l 결과 (what was found) 결과
l 의의 (answer) 또는 결론 고찰 및 결론
l 기타 (background, implication, speculation)
* 요약에서는 참고문헌 인용이나 표,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200내지
250단어로 작성한다.
③ 유의사항 :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한다. 바쁜 독자에게 논문의 개요를 알린
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수치 등을 분명히 표시한다. 시제를 기술할 때는 의문사항
(question)은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방법과 결과는 과거형으로 표현
한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현재완료형 또는 과거완료형 시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영문요약
영문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4부분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다.
* 중심단어(key words) 선정 ： 학위논문 내용의 중심이 되는 단어를 6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 끝에 제시한다(국문초록에는 국문으로 영문초록에는
영문으로).
* 컴퓨터를 이용한 문헌검색이 일반화된 시대에서 자신의 연구논문이 보다
자주 인용되기 위해서는 검색할 때 쉽게 발견되도록 중심단어 선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3) 서론
서론은 학위논문의 도입부로서 연구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
술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읽는 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쓴다. 연구의
목표, 즉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
료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의 고찰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즉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서
앞선 연구의 결과를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부
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들이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사전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능하면 짧고 명료하게 전반적인 접근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으로 써야하며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 그리고
의문점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설명하고 의의, 중요성 등을 서술한다.
l 참고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논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미 알
려진 사실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서술한다.
l 위의 과정을 통해 연구논문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의 새로운 면을 기술한다.
l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범위 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교과서적 내용을 설명하거나 너무 많은
논문에 대해 장황한 역사적 배경 등을 기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용하는
논문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
들이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한
다. 서론에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언급되고 설명되어야할 사항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미 알려져 있거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요소, 항목 또는 관련성 등을 논리적으로
유도한다. 즉 이 과정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알려지거나 믿어지고 있는 사실
등과 관련된 지식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l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목표, 즉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l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 명확한지를 확인한다. 구체적
으로 연구될 실험 대상과 실험환경, 재료 등도 명시한다.
l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제시한다.
4) 연구방법
모든 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제
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기존 연구와 다르거나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한 더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방법
에서는 연구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방법이 기존의 방법
과 어떻게 차별되며, 왜 이러한 연구방법을 채택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연구의 재료와 장비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쓰고, 이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밝힌다.
l 실험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실험 기구와 재료, 처리방법, 측정방법,

실험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의 소지를
없앤다. 기술된 실험과정을 따라서 다른 연구자가 똑같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 주어야 한다. 또한 누가, 언제, 어디서 실험을 수행하
더라도 논문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실험과정의 서술이 너무 길고 복잡할 때는 실험재료, 실험방법, 실험조건
등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5)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연구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기술한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제시할 때는 문장으로만 서술하는 것보다 시각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나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원그
래프 중에서 결과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사용한다. 일
반적으로 연구결과에서 기술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연구결과는 연구목표나 가설에 상응하도록 하며 논리적인 순서, 즉 간접
적인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인 내용으로, 개괄적 내용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개한다.
l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를 간단한 문장으로 각 단락의 첫 부분
이나 소제목으로 나타낸 후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다. 연구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결과를 몇 개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 게시, 설명할 수 있다.
l 사용한 실험재료나 장비 등을 연구결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첫 문장에 언급하고, 얻어진
연구결과에 사용된 실험방법이 연구방법에 있는지 연계성을 가지고 확인한다.
l 실험결과는 과거형으로 서술한다(특히 영문에서).
l 연구결과 본문에서의 자료의 나열은 최소로 하고 대부분의 자료,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나타낸다. 표와 그림의 삽입
위치는 가능한 연구결과 해당본문에 근접하게 배치한다.
특히 연구결과의 기술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l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왜곡되어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l 표나 그래프는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시키도록 보조하는
것이므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표나
그래프를 제시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 결론을 내리는 과정과 무관하거나 무관해진 결과는 넣지 않는다. 이때 연구자가
공을 들였던 부분이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6) 고찰
연구결과의 고찰은 논문의 중심이다. 고찰에서는 저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표에 연관시켜 결론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해석이나 추론을 하는 단계

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얻은 연구결과가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지지하는
지, 또한 이러한 결론들이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사실들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 등을 타당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논하여야 하므로 연구결과의 단순한 반복 제시
와는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실험결과가 갖는 의미와 이러한 결과로부터 배
울 점을 기술한다. 또한 실험이 갖는 한계를 기술하며 반대되는 결과를 갖
는 논문도 인용한다. 고찰에서 언급하고 기술하여야 할 내용과 그 구성 형
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고찰의 내용
① 연구목표 하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한다.
② 저자의 연구결과(필요시 그림과 표 인용)와 그 내용에서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결론을 지지한다.
③ 왜 자신의 연구결론이 타당한지,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발표된 사실과 어떻게 부합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문헌 인용은 자신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문헌만 인용하도록 하며 타 연구자의 결과를 지나치게 나열하는 것은 피한다.
④ 실험방법상의 어떠한 제한점이나 그 방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가정
(assumption)의 타당성을 순서 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⑤ 예측하지 않았던 발견, 또한 이미 발표된 사실과는 모순되어, 알려진
개념만으로는 해석이나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명시하고 이로부
터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의 규명을 위하여 계속
연구되어야할 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나) 고찰의 구성
① 고찰은 연구목표와 관련되어 제기하였던 의문점에 대하여 본 연구의 실
험결과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처음
에 제기하였던 의문점들을 다시 한번 기술하고, 그것들이 다루어지게 되
었던 간략한 전후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그 후,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실험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제기하였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
를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서 고찰하여야 한다. 결
론에 이르는 과정은 가능한 한 논리적인 비약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전개
되어야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된다.
③ 다음으로 연구결론을 지지할 수 없는 실험결과나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내용,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
도 포함되어야 하며, 실험방법상의 한계나 약점 등도 설명하는 것이 좋다.
④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

는 부분이므로 각 단락에서 단계별로 관련 주제를 묶어서 서술하는 것이 좋
다. 그러나 고찰 전 영역을 통해 총체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
논문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주장을 제시하는 부분이 결론이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최종 결론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되, 논문의 10%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의 요약
l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
l 연구가 갖는 의미
l 연구의 한계
l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8) 출전표기와 참고문헌의 작성
가) 출전표기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출전표기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 등을 나의 필요에 의해 그대로 혹
은 가공하여 이용하면서 원 출처를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출전표기
는 주(註) 또는 주석(註釋) 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출전표기를 하지 않
은 채 남의 글이나 생각을 임의로 이용하면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전표기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석은 그 형태에 따라 본
문 안에 해당 출전을 괄호로 묶어 표시하는 내주와 본문 바깥에 별도로 표
시하는 외주(다시 각주와 미주로 구분)로 구분된다. 이공계 논문에서 출전
표기는 내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내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참고문헌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출전표기, 즉 주석달기에 통일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술지나 학
문의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정확한 표기방식은 자신이 게재하고자 하
는 학술지의 출전표기 방식을 확인하여 그 방식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학위논문의 작성에서도 각 학과에서 정한 해당 학문 분야 대표 학회의 출
전표기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과학계에서 가장 표준적인 인용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국 과학저술가
협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 CSE)가 편집한 매뉴얼이다. CSE는
1960년에 출판을 위한 매뉴얼을 처음 발간했으며 206년에 7판이 발간되었
다. 과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학술지나 출판물들은 대체로
이 매뉴얼에 준하여 출판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전표기
와 참고문헌 작성방법을 살펴본다.

① CS(Citation Science) 방식
l 출전표기 : CS방식은 참고문헌 목록에 있는 번호를 순서대로 위첨자로
달거나, 대괄호 또는 기울인 괄호 안에 넣는 것으로서 가장
널리 쓰인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괄호([ ] 또는 (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거나 아라비아 숫자형태의 위첨자로
만 처리하므로 저자명을 기입할 필요가 없고 저자와 논문
및 출판사 등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소개한다.
(인용 예) 관련 연구[1]에서는 ...
l 참고문헌 작성 : 참고문헌은 문헌마다 맨 앞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붙여
준다. 번호는 1.과 같이 번호 뒤에 마침표를 넣어주기
도 하고, 대괄호나 기울인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기도
한다. 이어서 학술지 논문일 경우 저자, 논문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발행연도 등을 기입하고 저
서일 경우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페이지, 발행연도 등을 기입한다.
(작성 예)
[1] Yao Wang, and Qin-fan Zhu, "Error control and concealment for video
communication: A Review," Proceedings of the IEEE, 86(5), pp.974-997,
1998
[2] Huifang Sun, Xuemin Chen, Tihao Chiang, Digital Video Transcoding
for Transmission and Storage, CRC Press, 2005
l 사용분야 : CS방식은 주로 화학, 컴퓨터과학, 수학, 물리학, 의학, 약
학, 간호학,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② NY(Name-Year) 방식
l 출전표기 : NY방식은 참고문헌 목록을 가나다 순서나 알파벳 순서로 나
열하고, 저자와 출판연도를 이용해 인용하는 것이다. 본문
에서 인용할 때 해당 출전을 괄호에 넣어 삽입하는 것인데
괄호 안에는 저자이름과 출간 연도를 표기한다. 본문 중에
이름이 직접 인용될 때는 괄호 속에 출간 연도만 쓴다.
(인용 예) 최근 보고(장영실, 1980)는.... 장영실(198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 참고문헌 작성 : 참고문헌 목록은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되,
동일한 저자의 저작이 여럿 나올 때에는 연도순으로 배
열한다. 참고문헌 작성에서는 학술지 논문일 경우, 저자,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의 순서로

정리하고 저서일 경우에는, 저자, 출간연도,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페이지 순으로 기입한다.
(작성 예)
박성민, 2000,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외래수목원의 효율적인 적응방안에 대
한 연구, 한국임학회, 55, 21~53쪽.
박성민, 서명수, 이우택, 1999, 우리나라 노거수거원 보호관리 실태 및 개
선방안, 한국임학회지. 49. 340~351쪽.
l 사용분야 : NY방식은 주로 농학, 천문학, 생물학, 지질학,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나) 참고문헌 추천 모델
앞에서 언급한대로 학위논문의 작성에서는 각 학과에서 정한 해당 학문 분야
대표 학회의 출전표기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이공
계의 대표적인 학회별로 출전표기 및 참고문헌 작성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l 한국전기전자학회 : http://www.ikeee.or.kr/5s-02.html

l 대한기계학회: http://www.ksme.or.kr/onpcs/contor/99.asp

l 한국재료학회: http://www.mrs-k.or.kr/sub5/sub5_4.php

l 대한화학학회: http://newjournal.kcsnet.or.kr

l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http://www.kormb.or.kr

l 대한건축학회 : http://www.aik.or.kr/
5. 주기방법
5.1 주기일반
(1)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자 우상부에 주기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
고 그쪽 하부에 그 주기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예) ……타워 크레인의 최초 사용 예21) 는……
5. 2 인용문헌의 주기
(1) 본문 중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그 출전을 밝히되 일반주기와
마찬가지로 주기한다.
예)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15)라고 하였거니와……
(2) 주기에 있어서 인용문헌의 표시는 다음 항목과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① 출전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차, 출판사, 출판지, 인용한 쪽, 출판년도
예) 이몽룡,『건축계획론』, 3판, 청운사, 서울. p.54, 1993
예) Lynch, Kevin & Hack, Gary, Site Planning, 3rd ed,. MIT Press, Cambridge, p.132, 1994
② 출전이 정기간행물인 경우
필자명, 논문명, 정기간행물명, 권수, 호수. 인용한 쪽, 발행년도
예) 이도령,「콘크리트의 균열방지책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4호, p.p. 145∼
150, 1993
예) Mylrea T.D., Bond and anchorage, Journal ACI, Vol.59, No 7, p.p. 71∼75, 1988
③ 출전이 총서, 논집인 경우
저자명, 논문명(편저명, 도서명, 판차, 권수), 인용한 쪽, 출판사, 출판년도
예) 홍길동, 「경량콘크리트의 시공」(김생년 편, 콘크리트시공편람, 2판, 2권), 건설사, 부산,
p.552, 1988
6. 참고문헌의 기재방법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 기재하되, 기재항목과 순서는 5.2(2)에 준한다.

9) 부록
부록은 논문의 본문에 부속되는 기록으로 본문에 반드시 필요치 않는 다
음과 같은 자료를 수록한다.
l 본문에 수록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거나 방대한 자료
l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보충적인 표, 그림, 법조문, 자료,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료, 조사양식, 설문지, 지도 및 기타 자료
l 일반 독자가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사본
l 기타 중요하지 않은 보충적인 자료

2.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진행 방법
가. 학위논문과 연구
1) 연구란?
연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research’가

대표적이고

이외에

‘investigation’, ‘study’, ‘survey’ 등이 있다. research’는 엄밀
하고 신중하며 비판적인 탐구를, ‘survey’는 현상·동향·특징·기인 등
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칭한다. 한편 ‘investigation’은 사실이나 현
상을 면밀히 조사하는 활동, 즉 좁은 범위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연구를
말하며, ‘study’는 비교적 막연한 의미의 연구를 지칭하고, 연구 그 자
체보다는 공부하는 행위와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연구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믿을 만한 해결책을 구하
는 활동을 뜻한다. 연구가 체계적이고 과학전인 절차를 무시하여 과학성을
상실할 때 연구의 가치가 저하된다. 연구의 가치가 연구 결과의 크고 작음
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절차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인 연구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l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야 한다.
l 원리와 이론의 정립으로 현성과 사실을 예측해야 한다.
l 실증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l 정확한 관찰력과 서술에 의한다.
l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l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l 객관성이나 논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l 문제 지향적이어야 한다.
l 지속적이어야 한다.
l 연구 결과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2)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의 절차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연구의 특징은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에서도 당
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연구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학
위논문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절차에 따른 연구진행 방법
을 소개한다. 먼저 일반적인 이공계의 학위논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l 연구 주제 설정
l 관련연구 조사/분석
l 연구 방법/기법 설정
l 실험 및 구현

l 수정 및 보완

나. 연구진행 방법 및 절차
1) 연구 주제의 설정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많은 경우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원생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 주제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 연구 주제가 할당되는 경우가 빈번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
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연구자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택한다.
l 주어진 여건에서 실험이나 조사가 가능한 주제를 선택한다.
l 연구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봄으로써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말하고 주장
하고자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소속된 연구실의 공동 연구주제 중 일부가 학위논문 주제로 설정되더라도
그것이 실용적 측면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 이론적·학술적 측면을 목표로 하든
‘독창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2) 관련연구의 조사 및 분석
연구 주제가 설정되었으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결해야할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치밀하
게 이루어져야하는 작업이다. 검토해야할 선행연구의 범위는 해결과제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소에너지의 생물학적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라는 주제를 정하고, 수소에너지의 생물학적 생산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다
른 생산기술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생물학적 생산기술의 우위를 입증하
는 것을 해결과제로 본다면, 이 연구를 위해서는 수소에너지의 생물학적 생
산기술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차원의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
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 만약 이 연구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관련된 미생물의 숙성과 배양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연구자료 역시 중요하
다. 나아가 다른 방식의 생산기술, 예를 들어 물의 전기분해기술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와 경제적 경쟁력에 대한 기업 또는 연구소의 분석자료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다보면 해결과제를 둘
러싸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연구주제가 더욱 정교해지며, 정교해진 연구주제에 따라 다시 조사해야할
관련연구의 범위가 더욱 확실해지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관련연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보검색의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
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비, 노력을 할애하지만 방
법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는 언제 어떤 정보를 활용할지를 정해야 하며, 어떤 세부적인 전략을 가
지고 검색할지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는 핵심용어나 주제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어느 분야의 어떤 종
류의 문헌이나 정보를 원하는지 그리고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자료를 원하
는지 최신 자료만을 원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의
활용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일반 문헌에는 개론서, 사전류, 고전 등과 같이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일반적·입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최신 이론이나 정보
를 담고 있는 학술전문서적, 학술지 등이 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주제에 대해 개괄적인 배경지식을 확인하면서 현재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개론서와 사전류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신 이론이나 기술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학술전문서적이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봐야 한다. 학술지 논문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또는 한국학술정보재단(www.riss4u.co.kr)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국가전자도서관

(www.dlibrary.go.kr)을 이용한다면 매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를 통해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도 있다.
나) 학술잡지 정기간행물
학술잡지 정기간행물에는 최신의 이론이나 성과들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들이 수록되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동향과 그 결과
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관련 학술잡지를 찾아서 읽어보아야 한다. 대학의
도서관에는 각 분야의 정기간행물이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한 대학에서 모든 간행물을 찾기는 어렵다. 산업기술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을 이용하면 어떤 분야의 간행물이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Journal

of

Citation

Reports(JCR)'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1,000여 종의 과학
잡지 인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어떤 간행물이 더 권
위있는 간행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 색인과 초록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면 관심주제와 연관된 수 많
은 논문이 검색창에 뜨게 된다. 보통 수 백건, 많게는 1,000건이 넘는 많
은 논문 중에서 어떤 문헌이 본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헌을 다 읽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논문 제목으
로 우선 필요한 논문이지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색인과 초록을 통해
더 적합한 논문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 전자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일반적 서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술논문은 초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 전체를 읽지 않고서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색인과 초록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는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Wilson),

Chemical

Abstracts(ACS),

Current

Contents(ISI), Engineering Index(EI), Science Citation Index(SCI) 등
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서 제공하는
Korean Scientific Abstracts가 있는데, 이것은 서적 형태로도 출판되고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으므로 활용이 쉽다. Elsevier 출판사에
서 발행하는 세계 최대의 인용초록 데이터베이스 SCOPUS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라) 보고서
보고서 중에서 실험보고서나 연구보고서,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검토보
고서 등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특히 객관적
인 검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미국에서 수집하여 발행하는 연구
보고서인 NTIS는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정보
원은 국내에서 수집되는 각종 연구보고서 또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정보
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 등의 연구기관을 통하면 과학기술 분야의
각종 국책연구 결과 보고서들을 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문서 형태의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하
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 특허
특허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당장 혹은 추후에 상용화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상용화를 염두에 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가 특허 정보이다. 이미 동일 기술이나 유
사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구할 필요가 없거나 그 특허를 바탕
으로 그보다 진전된 기술을 연구주제로 설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내 특허
는 한국특허청(www.kipo.go.kr)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기법 설정
이공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보다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주로 택하게 된다. 또 경험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연구여야 한다. 과학적
연구는 항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부터 확인된 과학적 사실에서
이론을 탄생시키고, 탄생된 이론은 다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예측하고, 그 예
측은 반드시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적 지식은 다
른 연구자들에 의해 그 진위 여부가 반복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과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결과의 재생가능성과 함께 주어진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 절차의 반복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과학적 지식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연구결과를 얻
기 위해 수행된 연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절차의 반복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연구절차가 반복 가능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연구결과의 재생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방법은 과학적 연구방법이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연구
방법 또는 기법의 설정은 이공계 내에서도 각 연구 분야별로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이론적, 수학적 증명을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인 경
우를 제외하면 많은 경우, 이공계 학위논문에서는 실험과 관찰을 통한 데이
터의 수집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연구 분야가 컴퓨터과학 분야라고 한다면 Computer Science와 관련하여
설정된 연구주제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 또는 기법을 사용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응용성이 강한 것이라
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실험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고,
이론적 성격을 띤다면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구현 및 실험, 또는 수학적 증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에 비해 나의 실험 및 구현의 결과에서 어떤 향상을 가져올 수 있
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4>는 연구방법 영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방법
구성의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표4> 연구방법의 구성 예
연구방법 구성예 1
①
②
③
④

연구대상
측정도구
실험방법 및 절차
연구기간

연구방법 구성예 2
①
②
③
④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측정방법
분석방법
연구기간

연구방법 구성예 3
①
②
③
④
⑤

실험대상과 표집방법
실험도구
측정변인
실험방안
분석방법

연구방법 구성예 4
①
②
③
④

측정대상과 측정방법
표집방법
측정도구
분석절차

4) 실험 및 구현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분석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이공계의 연구방법은 주로 주어진 실험실 환경에
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논문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이공계의 대표적인 학위논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짧으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축적된 실험 결과들을 빠짐없이 모으고 관리하
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험 보
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실험보고서는 단순한 실험의
결과뿐 아니라 왜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어떤 실험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실험보고서는 요약, 서론, 실험 재료 및 방법, 실험결과, 논의,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된다. 실험 방법은 연구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데 다
음의 몇 가지 예들은 이공계 연구 분야별 실험보고서의 사례를 보여준다.

l 화학공학 실험보고서

l 생명공학 실험보고서

l 토목공학 실험보고서

다.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연구진행의 초기단계인 연구계획단계는 연구의 진행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때로는 실
제의 연구진행 기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학문
발전과 인류에 커다란 공헌을 한 많은 연구들은 실제의 연구과정보다 그 계획단
계에 수배의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연구의 계획단계가 얼
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연구의 계획단계에서 너무 조급히 굴지 말고 충분
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준비할 때 연구의 진행은 원만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한 연구문제의 선정과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러나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체계를 따르는 것이 의사의 소통과 명료한
사고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계획 중에
어떤 항목이나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간략
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문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과 각 항목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서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논문계획서의 주요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논문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가) 연구주제명 : 논문의 연구주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뜻한다. 연구
주제명은 그것만으로도 무슨 연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 연구주제의 선정이유와 이 주제의 해결 필요성과 그 중요성 등에
대해 기술한다. 이론적 필요성과 실제적 필요성으로 나누어 생각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의 목적과 함께 기술되는 경우도 많다.
다) 연구의 목적 :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 싶은 것, 또는 밝히고 싶은 것에 대
해 분명하게 진술한다.
라) 연구의 의의(기여도) : 연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문의 이론적 또는 방
법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밝힌다. 실제적인 측면
에서 거둘 수 있는 기여도도 함께 기술한다.
마) 이론적 배경 : 연구주제에 관한 기존의 원리나 법칙, 이론들을 종합하여 체계
적으로 제시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이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연구와 이러한 이론이나 법칙들과의 논리적 관계 그리
고 자기의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논리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
힌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의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론과 전제를 분명히 한다.
바) 가설의 설정 : 가설은 연구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
를 진술한 것이다. 이 잠정적인 대답은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설정된다. 가설은 경험적 증가를 바탕으로 그
진위를 확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사) 연구방법 : 선정한 연구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명시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으로서, 연구절차와 연구대상, 도구, 자료수집과 분
석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진술한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문
헌연구나 경험적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아) 기대되는 결과 :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을 구상하여 적는다.
자) 참고문헌 : 연구자 자신이 입수하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주제관련 문헌
을 요약·정리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차) 부록 : 논문의 목차로 정리한 연구의 개요와 연구에 활용할 각종 도구
및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2) 주요 구성요소별 작성 요령
가) 연구 주제
논문계획서에서는 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명료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연구 주제에 관한 처음 도입과정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로
일반적 수준에서 우선 진술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명세화하여 몇 개의 구
체적인 연구목적 또는 가설들로 명시한다. 이때 제시된 구체적인 연구목적
이나 가설은 명료하고 정밀하게 진술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어떠한 방법이나 정보가 필요한가를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설정의 타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문제의 역사적 배경 또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간결하게 설
명하는 내용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관계되는 연구가
없거나 이론적 배경이 없는 현장연구의 성격을 가진 연구에서는 현재의 당
면한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관심이 집중된 연구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
구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기보다는 몇 개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반면에 현재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의 출발
이 과거의 연구와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토대를 둔 경우에는 이러
한 이론적인 체계에서 자연히 유도되는 연구 주제를 가설로써 표현하는 것
이 적절하다. 이때 과거의 관계되는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배경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항목이 삽입되어야 한다.
나) 연구 방법
우선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전반적이 설명이 필요하
다. 즉, 연구의 방법과 절차, 문제해결의 주요전략과 기술에 대한 설명,
실험방안, 측정도구 및 연구진행 순서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가정이 있으면 이
를 명시해야 한다. 실험설계나 동원된 어떤 연구방법이 연구목적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정당성이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반적인 연구방법에 관한 진술과 더불어 연구의 성격
과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이를 기술함으
로써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절차가 명료하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① 자료의 내용과 도구
연구의 성격이나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따라 자료의 수집방법이나 실험

절차 및 측정도구의 성격에 관해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실험연구에서 어
떤 도구가 사용되거나 제작되는 경우에는 이 도구나 실험기구에 대한 설
명과 그 실시상태와 조건 및 실험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② 자료처리와 분석방법
자료처리에 적용될 통계적 방법이나 분석방법을 명시한다. 분석방법은
자료가 수집되기 전에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미 상당히 많은 경
비와 노력을 들여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
합한 통계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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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문계 석․박사학위논문 연구방법론
1. 논문작성법
가. 논문의 개념
논문(論文)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나 의견, 주장
을 논리에 맞게 풀어 써서 일관성 있게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쓴 글이다. 영어로는 thesis, dissertation, paper라고도 한다. thesis는
그리스어에서 지적인 제의를 뜻하는 θέσις에서, dissertation은 라틴어
에서 발표를 뜻하는 dissertātiō에서 각각 유래했다. 논문에는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논문과 각종 학술지(저널) 또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학술논문, 그리고 출판을 위한 논문 등이 있다(키위백과, 2008).
석사, 박사 등의 학위논문은 소정의 학문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신이
학습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학문적
인 성장과 더불어 후속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
우 가치가 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 연구방법, 학문적 기여도 등에 대
해서 고민해야 한다. 좋은 논문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이다. 기존에 실행된 연구를 반복하는 것은 가치 있
는 논문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서 보다 독
창적이어야 한다. 둘째, 연구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맞는 적절한 대상, 절차 등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진
술의 명료성과 객관성이다. 논문에 서술한 내용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에 기초한 것이어야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논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넷째, 학문적 기여도이
다. 논문이 학문의 발전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활용될 수 있을 때 의미 있
고 가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다.
논문을 진행할 때에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논문을 쓰
는 절차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법 및 연구 설계 등 계획을 하고, 자료
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마지막으로 논문을 작성한
다. 이러한 논문의 진행 절차 및 방법은 ‘Ⅱ. 연구방법의 기초’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개인적인 보고나 진술이 아니고 학문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형식에 맞추어 진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제목, 목차, 요약, 서론, 연
구방법, 결과, 결론,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Abstract)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논문의 구성 및 체제, 작성 방법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논문의 구성 및 체계
1) 논문의 구성
가) 제목 : 논문의 제목은 그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은 연구 방법, 대상 등
과 같은 논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논문 제목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둘째, 논문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셋째, 사용한 연구방법이나 연구 대상이 나타나도록 진술할 수 있다.
넷째, 부제는 가능한 붙이지 않으나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쌍점(콜론, ;)을
찍은 후 쓴다.
나) 목차
목차는 논문의 전체 내용 및 구성과 체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형식과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있다. 목차를 구성할
때에는 연구의 전체 흐름과 연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목차의 번호 매김은 아래 제시된 장과 절의 번호 체계와 같은 번호를 매긴
다. 논문 목차 예시는 부록에 있는 <예시7>을 참조한다.
다) 요약
논문 요약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도 논문의 내용을 손쉽게 파
악하도록 짧게 정리한 것이다. 국문 논문요약의 예는 부록 <예시 6>을 참
조한다. 논문 요약 작성 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범기, 한철우, 민찬규, 1996).
첫째, 논문 요약에는 연구논문의 내용과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단, 그 논문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서술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고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도록 한다. 요약의 내용
문장은 최대한의 정보 제공, 최대한 간략하게 진술한다.
셋째, 내용이 일관되고 읽기 쉽게 쓰며 주요단어(key-word)가 포함되도록
한다. 논문 요약은 논문제목과 함께 논문의 색인이나 재생 등 정보
검색에 사용되는 부분임을 명심한다.
넷째, 초록 자체만으로 충분하게 논문에서 쓴 용어나 생략어, 약자 등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인용문이 있다면 그 출처도 나와야 한다.

라) 서론
서론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의도와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
한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 연구문제, 용어 정의, 연구의 제한점 등을
포함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할 때에는 이론적인 측면, 연구 방법, 활용
및 적용 등에서 연구의 가치 및 필요성을 피력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을
서술할 대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연구 문제는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분석, 입증, 검
증해야 할 문제를 서술한다.
마)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관련 문헌
및 연구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과거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이론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본 연구 목적과 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최근의 연
구들과 경향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론적 배경을 서술할
때에는 직접 관련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바) 연구방법
연구 유형에 따라서 연구방법에 대한 진술도 달라진다. 실험 및 조사 연
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대상, 연구 도구, 처치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절차 등을 기술한다. 자료 분석 연구의 경우 분석 자료,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등을 기술한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절차 등을 기술한다.
사)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 자료의 분석에 기초하여 서술하게 되는데, 연구결과는
연구문제 또는 연구가설과 동일한 순서로 각각의 결과 내용을 서술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서술은 연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험 및 조사 연
구의 경우 자료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드러난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뷰나 관찰 내용을 부분 적으로 삽입한다. 연구결
과는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아) 결론
결론에는 논의, 결론, 제언 등이 포함된다. 논의는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논의에서는 연
구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선행연구 및 학설 등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결
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결과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연구 결
과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내릴 수 있는 최종 판단을 서술하는 것이다. 논문
에 따라서는 결론 부분에 제언을 포함하는데, 제언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서술한다.
자) 참고문헌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논문 전체에서 직접, 간접 인용했던 것의 출처를
밝힌다. 참고문헌 기술 방법은 이 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차) 부록
부록은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 질문지, 인터뷰 문항 등 연구방법에
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나 연구결과에 포함하지 못한 자료들을 일련의 번호
를 붙여서 제시한다.
카) 영문요약(Abstract)
영문요약은 영문으로 작성하는데, 국문요약과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 연
구방법, 연구결과 중심으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2페이지 이내로 하고 부
록에 첨부된 <예시 14>를 참조한다.
2) 장과 절의 체계 및 번호
가) 장과 절의 체계
각 장은 같은 수준이어야 하고, 절은 장보다 범위가 작고,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는 등 장, 절, 항 등의 위계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
절, 항의 이름을 적절히 선정해야 하는데, 장과 절 제목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과
절의 제목만 보더라도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논문의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Ⅰ, 1, 1), (1), ①로 한다. 번호 체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번호 체제의 예 >
Ⅰ. Ⅱ. Ⅲ. ...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나) 페이지 번호
전체 논문의 페이지는 두 종류로 붙인다.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사진
목차, 기호설명 등은 로마 자 소문자인 ⅰ, ⅱ, ⅲ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부록에 이르기까지는 아라비아 숫자인 1, 2, 3 등을
사용한다. 페이지 번호는 가운데 아래에 넣는다.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사진목차, 기호는 페이지를 각기 달리한다. 그
리고 장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다. 문장과 문체
1) 문장 표현 및 구성
문장의 표현은 문장 길이, 문법적 적합성,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체제에 맞
추어 서술해야 한다. 문장 구성 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간결성
문장은 간결해야 논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는
짧게 단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불필요한 부연이나 반복은 피하도록 한다.
나) 평이성
보통의 말로 쉽게 표현하고, 지나친 강조나 부정은 피한다. 지나치게 외래
어나 한자표현 등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형용사, 부사 등을 많이 사용
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표현, 단정적 표현, 최상위 수식 등은 삼가 한다.
다) 통일성
문장과 문단은 내용상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논문 전체를 통해서 문체
도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나 표현 방법은 논문
전체를 통해서 통일해서 사용한다.
라) 연계성
내용이 바뀌는 경우 문단을 바꾸어서 서술하지만 앞, 뒤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서술한다. 하나의 문단은 적어도 두개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접속사(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등)를
사용하나, 많은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 정확성
문장 표현은 문법적 오류가 없어야 하고, 학술적인 용어 사용에서 정확
해야 한다. 맞춤법, 어법 등에 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학술적인 용
어는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바) 논리성
논리 정연한 문장이어야 한다. 연구에 심혈을 기우리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글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은 객관성과 논리성을 유
지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2) 시제
시제는 원칙적으로 현재형과 과거형을 주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 미래
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제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형
현재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인 이론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또한 개념과 용어 정의를 할 때, 논의 부분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진술할
때 주로 사용한다.
나) 과거형
과거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수행한 연구의 방법, 결과의 요약을 기술할 때에도 사용한다.
다) 미래형
가설을 진술하는 경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
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시제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시제의 예 >
• 현재형 사용
-개념 정의
“이미지(image) 란 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호
감, 평가, 태도, 감정, 생각 등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상의 종합이다. 이미지는
정신적 표상, 시각적 취향, 경험적 의미, 맥락과 역사, 잠재력의 표현을 포함하
는 은유적인 함축성을 갖는다.”
-논의
“유아교사들은 전문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과거형 사용
-연구방법 서술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교사 228명과 유아 458명이었다.”
-연구결과 서술
유아교사와 유아들은 아름다우면서도 활동적인 양면적인 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를 가지고 있었다.“

3) 인칭과 존칭
가) 인칭
일반적으로 3인칭으로 쓴다. ‘나’, ‘우리’라는 용어 대신 ‘저자’,
‘연구자’등과 같은 3인칭 용어가 적절하다.
나) 존칭
경어, 존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문에
사용된 경어, 존칭을 그대로 인용한다.
4) 외래어
외래어는 가능한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번역한 용어가 생소한 것이
거나 특수한 것인 경우 괄호 속에 원어를 쓴다. 괄호 안에 원어는 처음 한번

만 써주고그이 후에는 번역한 말만 적는다. 원어를 사용할 때에는 고유명사
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번역으로 인해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
원어를 발음 나는 한글말로 적고 괄호에 원어를 적는다. 인명을 표기할 때에
는 한국 이름은 성과 성명 모두를 쓰고 외국 사람은 성만 쓴다.
<외래어 표기의 예>
• 생소한 외래어의 번역 표기
현상학(phenomenology)
• 원어를 발음대로 표기
이미지(image)
• 외국 사람의 이름표기
Mitchell

5) 약어, 기호, 숫자
가) 약어, 기호
긴 단어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 외래어는 약어로 사용할 수 있다. 외래어로 된 약어를
사용할 때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괄호 속에 원어를 적는다.
그러나 한국어는 가급적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통계적인
기호인 M(평균) SD(표준편차), t-tes 등은 약어로 사용할 수 있다.
<약어와 기호 표기의 예>
•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어 표기
YWCA
•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약어 표기
ASCU(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 통계적 기호 표기
M(평균), SD(표준편차)

나) 숫자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0 미만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등의 기수로 표현할 수 있고, 서열을 표시하는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서수로 표현한다. 양, 수 거리 등의 수량 단위는 가급적 SI단위
를 사용한다.

<표 1> SI 기본단위(base unit)
양
길이
잘량
시간
전류
온도
물량단위
광도

명칭
meter
kilogram
second
ampere
kelvin
mole
candela

기호
m
kg
S
A
K
mol
cd

라. 도표와 그림
논문에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간단하고 분명하게 참고적인 자료
와 결과 등을 제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도표와 그림의 종류는 통계 자
료를 나타내는 표, 차트, 그래프(막대그래프, 원형그래프 등), 다이어그램,
지도, 다양한 그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표
표는 반드시 해석이나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에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에는 반드시 일련의 표 번호를 제시
하고, 표의 위쪽에 표 번호와 제목을 표기한다. 단위(%, 원 등)는 표의 오른
쪽 상단에 기술한다. 출처가 있는 표의 경우, 출처를 표의 하단에 제시한다.
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의 예>
<표 1> 상호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구분
보육시설교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매우 잘 알고
있음
2.4
17.6

어느 정도
알고 있음
69.6
64.9
46.6

단위: %(명)

잘 모름

전혀 모름

계

27.2
34.5
31.1

0.8
0.6
4.7

100.0(125)
100.0(174)
100.0(148)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연계 방안 연구

2) 그림
그림은 반드시 해석이나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림 설명과 함께 제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에는 반드시 일련의 그림 번호를 제시하고, 그림
의 아래쪽 중앙에 그림 번호와 제목을 표기한다. 그림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의 예>

<그림 1> 교사 포트폴리오의 단계

마. 인용과 주
논문에서 인용과 주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술해야 한다. 인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연구자의 윤리 문제 뿐 아니라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용이나 주는 학계나 학문에 따라 양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학위논문이
경우 학문분야 별로 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인용과 주는 논문전체
에서 일관된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모두 정확해야 한다.
1) 인용
학자의 글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논문에 서술하는 방식을 인용이라고 한
다. 논문 작성 시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지만, 선행연구 및 문헌을
검토하고 제시된 내용을 사용하게 된다. 다른 선행 연구, 문헌 등의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기술했을 경우, 그 내용이 자신의 주장인지, 다른 학자의 주
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논문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용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료 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다른 사람의 연구 및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의
미한다. 직접인용을 하는 경우는 원문의 표현만이 가장 적절할 때, 원문이
아니면 그 의미를 독자가 곡해할 염려가 있을 때, 수식을 인용할 때, 자기
의 견해와 대조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이다. 직접인용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자 미만(약 4~5행 정도)의 짧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부호“” 또는
『』로 표시한다.
② 200자 이상의 긴 인용문은 될 때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서술한다. 인용
문 아래 위와 각 1행씩을 띄우고, 글씨크기를 작게 하거나 인용문임을
구별한다. 경우에 따라서 글씨체를 바꾸기도 한다.
③ 인용문의 끝에 저자명, 발행년, 인용범위(쪽수)를 (
나, 주(註)를

)속에 기재하거

달아야 한다.

④ 인용문을 생략하는 경우, 생략한 부분은 줄임표(...) 표시를 한다.
<직접 인용의 예>
• 짧은 인용
프리드는 “열정은 심지어 가르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으며, 발견할 수 있
는 그런 것이다(Fride, 1995: 6).”라고 하였다.
• 긴 인용
모건과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의 역할은 경제적인 역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 크지는 않더라고 적어도 같
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시민에게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도덕적
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 질은 인성과 능력에 대한 것
이며 삶의 기준과 영혼을 형성하는 것과 연관된다(Morgan & Morris, 1999: 16).

나)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다른 사람의 연구 및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짧게 요약하거나 함축된 뜻을 연구자의 말로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자
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용문은 반 페이지를 넘기
지 않아야 한다. 간접인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간접 인용은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용하는 저서나 논문의 저자명이 본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③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발행연도만을 표시한다.
또는 주(註)를 단다.
④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나열하되,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서양문
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표시한다.
⑤ 개인면담은 국내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완전한 이름을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름의 머리글자와 성을 적고 개인 면담을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⑥ 법령은 법률로 발표된 법률명과 법률 실행 연도를 기입한다.
⑦ 재인용한 문헌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을 쓰고 괄호를 하고 재인용된 연
구의 저자명과 재인용 연구의 출판연도를 제시하여 재인용 출처를 밝힌
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 제시한다.
⑧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을 적고 쉼표를 한 후 원저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한다. 원저의
출판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서의 출판 연도만을 표기한다.
<간접 인용의 예>
• 1인 저자
이 문제에 관하여 조운주(2001)는…
이 연구는 ...라고 제안했다(조운주, 2001)

• 2인 저자
이차숙과 노명완(2003)은…
이 연구들은 … 라고 보고하였다(이차숙, 노명완, 2003).

• 3인 이상 5인 이하의 저자
-첫 번째 인용형태
이원영, 이태영, 정혜원과 이경민(2003)은…
Borden, Jones, Smith, Benson과 Corey(2000)는…
…라고 하였다(Borden, Jones, Smith, Benson, & Corey, 2000).

-두 번째 인용형태
이원영 등(2003)은…
Borden 등(2000)은…
…과 같다(Borden et al., 2000).

• 여러 문헌 인용
최근의 연구(박은혜, 2004; 조경자, 이현숙, 1998; Michael, 1990)에 의하면…

• 개인면담
(홍길동, 개인 면담, 2007, 6. 30)
(J. M. Greene, personal communication, June 17, 1999)

• 법령
교육인적자원부 제15267호(1998)에 의하면…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2001)

• 재인용
김영철(1990: 홍길동,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제시하였다(김영철, 1990: 홍길동, 2001에서 재인용).

• 번역서
자유선택활동에 대하여 Honig(1981/2001)은…

2) 주(註)
논문의 본문 중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빠르게 하려고 그 뜻
을 풀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주(note)라고 한다.
가) 주의 유형
① 참조 주 : 참조 주는 본문에서 인용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의 양식과 동일하다.
② 내용 주 : 내용 주는 본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나) 주의 의치
① 각주(foodnote) : 각주는 주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본문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후주는 저서나 논문의 각 장이나 절의 끝 또는 논문의 말미에 모든 주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각주의 표기
① 각주는 각 페이지의 하단에 본문의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작은 글자로 설명을 적는다.
② 문장의 끝 우측상단이나 하단에 작은 글자로 숫자를 붙이고 페이지 하단의
주석문의 제일 앞에 같은 숫자를 쓴다.
③ 주의 숫자는 매 페이지, 매장마다 1부터 시작하는 것과 논문 전체에 걸쳐
일련부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주의 예>
• 참조 주
Starting Strong은 교육에서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유아교육과 초등
교육간 동등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OECD(2006). OECD영유아 교육・보육정책 Ⅱ(Starting strong Ⅱ)(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개발센터역)

• 문자 주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다.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
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기입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학문분야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에서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APA 양식에 따른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가) 단행본
국내 단행본의 저서명, 년도, 지역, 쌍점(:), 출판사의순으로 적는다.
영문 단행본의 저서명은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모두 소
문자로 적으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나) 단행본의 재판
서명 다음에 괄호하고 국내 단행본은 (2판) 국외 단행본은 (3rd ed.)라고
적는다.
다) 개정판 단행본
개정된 국내 단행본은 제목다음에 괄호하고 (개정판), 외국 단행본은
(Rev. ed.)라고 적는다.
라) 편집된 단행본은 저자명, 년도, 제목, 편역자, 제목, 괄호하고 페이지,
출판사의 순으로 적는다. 그리고 저자의 이름 다음에 괄호하고 국내 단
행본은(편), 외국 단행본은 편집인이 한 사람인 경우(Ed.), 여럿인 경우
(Eds.)라고 적는다.
마) 백과사전, 사전
백과사전은 저자, 년도, 서명, 출판사 순으로 적는다.
<단행본 참고문헌의 예>
• 단행본
김경희 (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Weber, S. & Mitchell, C. (1995). That’s funny, you don’t look like a teacher.
Washington D. C.: The Falmer Press.

• 단행본 재판
조운주, 최일선 (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제2판). 서울: 창지사.
Mitchell, Y. R., & Larwon, J. R., Jr. (1987). People in organizations: An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York: McGraw-Hill.

• 개정 단행본

조운주, 최일선 (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개정판). 서울: 창지사.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New York: Academic Press.

• 편집된 단행본
안신호 (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언,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
의 이해 (pp. 388-440). 서울: 오름.
Yalom, I. V. (1994). Momma and the meaning of life. In B. Yalom (Ed.), Yalom

readers (pp. 155-200). NJ: Prentice-Hall.
Hennessey, B. A., & Amabile, T. M.(1999). Consensual assessment. In M. A.
Runco, & S. R. Pritzke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pp. 347-360). Oval
Road, London: Academic Press.

•백과사전
홍길동 등 (편). (2000). 유아교육 대백과 사전 (제3판, 제1-9권). 서울: 한글사.
Sadie, S. (Ed.) (1990). The new Webster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6th
ed., Vols. 1-20). London: Macmillan.

2) 정기 간행물
가) 정기 간행물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연도, 제목, 게재지, 권수(호수), 페이지 범위의
순으로 기입하고, 영문 정기 간행물의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입하며 간행물의 학회지명과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나) 잡지 및 신문에 에 실린 글
잡지에 실린 글은 저자름, 괄호하고 년 월, 제목, 호, 페이지로 기재한다.
일간신문은 저자, 괄호(년,월, 일), 제목, 신문명, 페이지 순으로 적는다.
<정기간행물 참고문헌의 예>
• 정기간행물
김진영 (2002). 유치원 블록놀이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22(4), 147-172.
Michael, W. B.,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Educational Research, 62(3), 37-65.

• 잡지 및 신문에 실린 글
김선달 (1997, 7). 내 생의 최고의 기쁨. 좋은 엄마, 12, 82-137.
이성주 (2000, 10, 24). 엄마 사랑이 최고 치료약. 유아일보, p.A6.

3) 역서
가) 한글역서
한글로 번역된 책은 원저자명, 연도, 번역서명, 원저명(영문은 이탤릭
체), 역자명, 출판지, 출판사를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제
시한다.
나) 영문역서
영문으로

번역된

역서의

경우

역자

명

다음에

커마(,)를

하고,

‘Trans.’ 로 표기한다.
<역서 참고문헌의 예>
Goldstein, L. (2001). 사랑으로 가르치기[Teaching with love: A feminist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염지숙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1997년 출판)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4) 학위 청구논문
가) 국내, 동양 학위논문
국내를 포함한 동양의 대학인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으로 학위
수여기관, 학위명 순으로 기재한다.
나) 서양 학위논문
서양대학의 경우는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을 적은
후 마침표를 찍고 학위수여기관을 적는다. 외국의 경우는 국가명(미국은
주명을 포함)을 표기한다.
<학위논문 참고문헌의 예>
이금란 (2000).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ltiste, W. K. (1989). A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 supervision

training program upon cooperating teachers and student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5) 기술ㆍ연구보고서
가)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연구자, 발행년도, 보고서명, 연구기관, 연구물 일련번호
(있을 경우), 출판사(있을 경우) 순으로 기재한다.

나) 보고서
교육자료정보센터(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보고
서는 연구자명, 연도, 제목(이탤릭체), 괄호 속에 ERIC 번호를 기재한다.
<기술•연구 보고서 참고문헌의 예>
정미라, 허혜경, 박은혜, 권정윤 (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보장 방안 연구. 한국교
육개발원 연구보고서, CR 2007-2.
Diamantes, T. (1996). Using portfolio to assessment teacher progres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5 360).

6) 논문집
학술발표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경우, 저자명 바로 뒤에 발표된 연도를 괄
호로 묶어 제시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연구의 제목을 적고 마침표를 한 후
게재된 간행물명, 면수, 발표 일자 및 장소를 적는다.
<논문집 참고문헌의 예>
Yeu, H. (2006). Beyond monologue toward dialogue: understanding a pedagogy
of responsibility in postmodern perspectives. The 4th KSECE International
Conference, Transcending modernity in early education and care, pp.
91-115. 10월 20-22일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7) 웹 사이트 자료
웹 사이트 자료는 저자, 년도, 제목, 사이트 주소, 인출 년, 월, 일의 순
으로 쓴다.
<웹 사이트 참고문헌의 예>
국립국어원 (2006).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에서. 2007. 3. 5일 인출

2. 연구방법의 기초
가. 연구의 개념
연구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며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라고 국어대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08).
교육학용어사전(1994)에서는 “연구란 문제를 명백히 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조심성 있는 비판적인 학문적 탐색을 말하며
크게 문헌연구와 관찰연구로 나누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성태제(1998)
는 연구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거가 없는 상
식을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해 주
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에 기초할 때 연구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탐색
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석∙박사 학위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째, 사려 깊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장시간 동안 열심히, 심층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가 자료
의 수집과 해석에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한
다. 셋째, 계획과 방법 등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다
양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탐색하는 창의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Walsh, 1998: 황해익, 2004에서 재인용).
연구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주제 선정, 연구
계획과 설계,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의 순으로 실행된다. 논문 주
제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논문 주제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인 것이 좋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연구 주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독창적인 주제인지, 연구 및 자료 수집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야 한다. 연구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연구 대상과 내용, 연구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다양한 연구방법이 소개되고 있으
므로 양적 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등), 질적 연구(문화기술적 접근, 해석학
적 접근, 사례연구 등) 중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자
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문서수집, 질문지법, 측정 및 관찰법, 면접법, 포커스
그룹, 델파이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양적 자료
인지 질적 자료인지, 연구결과를 수량화하기를 원하는지 서술하기를 원하는지

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적인 자료 분석은 자료를 코딩하고 수치화하여 통계적
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질적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하고
의미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연구절차, 주제선정, 문헌고찰, 연구유형, 자
료수집, 자료분석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내용은 다음에 서술하였다.

나. 연구 절차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크게 계획, 실행, 보고서 작성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계획 단계
첫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는 문헌조사, 연구주제를 선정,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설정하고, 연구 설계,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계획단계에서 가
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본인의 흥미, 지도교사의 관심, 실제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
지만, 문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헌 고찰은 반드시 수반된다.
연구주제가 선정되면 어떠한 문제를 다룰 것인지 세부적인 연구 문제를
선정해야 한다. 연구문제는 연구결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의미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연구문제가 선정되면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주제, 문제, 가설이 만들어지면 양적 연구로 할 것인지, 질적 연구로
할 것인지, 대상을 누구로 하고 몇 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지를 결정해
야 한다. 언제 사전연구를 시행하고 본 연구를 시행할 것인지 등의 연구절차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근거하여 사전 연구를 시행하
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인 완성한다.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완료되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학문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구계획서를 동료, 선후배,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므로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체계적인 논문을 실행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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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계획서 목차양식
2) 실행 단계
사전 연구의 문제점을 수정한 것에 의해서 본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
법은 각기 다를 것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의
다루어질 것이다.
3) 보고서 작성 단계
연구보고서는 목차, 요약,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결과, 논
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을 포함한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등은 연구계획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구 결과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논문 작성법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 제시한 연구 절차를 도
표로 제시하면 다음<그림 2>과 같다.

<그림 2>연구 절차

다. 연구주제
1) 주제의 탐색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문 주제 및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논문 주제는 우선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분야를 정
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의 관심이나 흥미는 막연히 머리로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관련 학문
의 석사∙박사 논문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그동안 실행된 선행연
구와 문헌, 전공서적을 고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의 경향과 이미 실행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해당 학문분야의 선행연구를 다소 폭
넓게 고찰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선행연구나 논문 전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시간적 소모가 많다면 요약이나 결론과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 점차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좁혀 나가면서 선행연구를 검색한다. 관심
분야가 좁혀질수록 주제 선정에 효과적이다.
최근의 논문이나 전공서적에 제시된 원리, 적용된 방법이나 기술을 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창의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선행
논문이나 연구의 논의나 결론 부분에는 대부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 중 실천 가능하고 관심 있는 것을 본인의 연구주제로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흥미 고려
논문의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원천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은
연구자 본인의 개인적 흥미일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고 하
도라도 연구자의 개인적 흥미에 맞지 않는다면 연구를 마무리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에서 1학기 심지어는 1년 이상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연구
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좋
아할 수 있고 장기간의 연구과정에서도 흥미를 잃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다) 지도교수의 관심 고려
학위 논문은 학생 개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는 논문이 아니라 학생으

로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도교수의 관심에서 벗어
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 지도교수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
므로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에 근접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지도교수는 학문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주제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제를 추천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일부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관심 있다고 생각한 주제로 지도교수와의
상의 없이 논문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러한 문제점
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반드시 논문 주제 및 연구 방향을 결정할 대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 실제적인 문제 탐색
논문은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심, 지도교수의 관심에 기
초한 주제뿐 아니라 해당 학문 분야의 산업체 및 현장(기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유통기관, 교육기관 등)의 관심, 문제 등을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보다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대학원생들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접목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해서 모두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아무리 현장에서 빈발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위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해당 학문 분야
의 지식과 이론을 통하여 충분히 조명될 없는 것이라고 하면 논문의 주제
로는 부적절하다(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 주제의 조건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다. 실행 가능성과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연구 주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제의 구체성
처음에 연구 주제를 선정 할 대에는 다소 폭넓게 고찰하지만, 점차 초점
을 좁혀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이고 세부족인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연구 주제가 광범위 하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
라 광범위한 연구들은 참신하거나 창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심
연구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나) 주제의 창의성
학위 논문은 물론 학생으로의 논문이지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심 영역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입장을 공식
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전문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

구와 문헌을 모방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물론 너무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서 기존에 수행되지 않은 새롭고 창의적인 연
구 주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방법
의 변화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주제로 태어날 수 있다.
다) 연구자 역량 고려
훌륭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연구를 마무리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자를 잘 모르는 학
생이 과거 역사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
생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거나, 통계처리 능력이 부
족한 학생이 고급통계를 요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 등이다.
그 이외에 연구를 수행하는데 과도한 연구비용이 들 가거나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실험 기자재 및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없다면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적 능
력과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라) 연구기간, 시기의 고려
학위논문은 대학원에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 개인적인 연구와 달리 한
정된 시간 안에 연구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시간 범위 안에 다룰 수 있는 적
절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기간의 문제의 예를 들면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써야 하는 학생이 앞으로 1년 동안의 지역의 경제 경향을 분석하거
나, 1년 동안의 시청 행정 민원을 분석하는 것 등이다. 시기의 문제의 예를
들면 2학기에 논문을 써야 하는 학생이 학기 초 유아들의 적응과정에 대해
서 연구하거나, 학생들의 겨울방학 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등이다.
논문을 쓰는 학생들 중에는 연구 기간과 시기를 미리 고려하지 못해서
한 학기에 쓸 수 있는 논문을 여러 학기 동안 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적절한 시기와 연구 주제가 맞는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라) 자료의 충분성
학위 논문은 분명히 창의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은 배우는 과
정에 있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로 다른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제안,
글, 연구 결과 등을 통해서 자신의 논문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충분히 선행연구, 문헌 등을 검토하고 논문 전 과정에서 반영하였는지는
논문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문헌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더욱이 자료나 문헌을 분석하는 연구라면 분석 대상 자료나 문헌이
충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제 선정

앞에 제시한 주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연구주제로서의 조건을 고려하여
논문 주제를 선정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문 학기가 시작되면서 논문 주
제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나 논문 학기가 되어서 갑자기 좋은 주제가 떠
오르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빨리 논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도 관심이 생기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지속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교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을 심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논문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시
간, 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각 교과
목의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이것이 학위논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
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처음 선정한 주제는 완벽할 수 없고 대부분 수정 변화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불완전하더라도 예비 주제를 선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
다. 예비주제를 선정 할 때에는 단 하나의 주제로 시작하기 보다는 2-3개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좁혀 나가는 것도 현명하다. 하나의 주제만으로 시작하
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연구 조건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2-3개 정도의 예비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다.

라. 문헌 고찰
문헌 고찰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기 위해
서, 논의를 서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문헌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경우 문헌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문헌 고찰은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초과정 과정이고,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더욱이 많은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고찰
하여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1) 문헌 고찰의 중요성
문헌 고찰을 하는 이유를 성태제(1998)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고, 누가
어떤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구 가능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가 이미 발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문헌고찰을 통해서 발표된 연구주제와 관
련된 다른 분야와 접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해당 연구주제의 전망 등
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연구 가능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학회지나 학회에서 발표되는 많은

논문은 결론 뒤에 앞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잇
다. 이 부분에서 연구주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연구 문제를 구체화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욕은 큰 반면 문헌연구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구문제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연구
문제를 문헌연구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특정분야에 한정시킬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 특정한 처치방법을
사용한 여구를 읽었을 때, 연구자는 다른 처치방법을 강구하여 연구를
구성할 수 있다.연구대상을 다르게 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선행연구들이 어떤 연구대상에게
어떤 연구방법과 절차로 연구를 하였는지를 알게 되므로 연구방법
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잇다.
연구논문에서 연구의 제한점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
된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연구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문헌고찰의 범위
학위 논문에서 고찰해야 하는 대상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구 주제에 따라서
문헌 고찰 범위와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연구주제
와 관련된 단행본들을 검토한다. 단행본들은 기본적인 개념 및 관련 이론들을
잘 정리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 및 이론적 배경의 기본 이론 진술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과 국․내외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고찰한다.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을 통해서 최근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
연구 도구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전자 저널, 사전, 신문기사
나 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문기사, 잡지 인터넷 자료들은
자료의 질적 수준이 검토되지 않은 것임을 고려 신중하게 사용한다.
3) 문헌고찰의 방법
과거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제
별 색인 카드를 한 장씩 보고 관심 있는 도서 및 논문, 연구물을 찾아야 했
다. 현대에는 거의 모든 문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탐색하고 많은 경우 원
문을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한 문헌 고찰 방법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 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단어(key word)를 중심으로 자료

를 찾는다. 만약 관련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온 보면 보다 세부적인 핵심단
어를 사용하거나 검색된 자료 중에서 다시 세부적인 핵심단어를 재검색한다.
둘째,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서 무료 원문 출력과 다운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에 다운 받은 후, 내용을 고찰한다. 만약 유료인 경우, 자료 복
사를 신청하거나 사용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다.
셋째, 문헌 검색은 다양한 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교통대학
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장 자료 뿐 아니라 국내 전자 저널
과 해외 저널을 검색할 수 있고 원문을 다운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한국
교육학술연구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도 학술
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해외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할 수 있
다.

<그림 3> 한국교통대학교 도서관 해외전자저널 검색창

<그림 4>한국교육학술연구원 소장자료 검색 창

마. 연구 유형
연구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목적, 방법,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연
구방법에 따라서 기술적 연구, 실험연구, 실행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역사
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논리와 기법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
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구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lesne & Peshkin, 1992: 이혁규, 2005에서 재인용)
<표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 비교
구분

양적 연구

기본
가정

⦁사회적 사실은 객관적임

⦁실재는 사회적으로 구성됨

⦁연구방법을 우선함

⦁연구주제를 우선시 함

⦁변인의 측정 및 통제 가능

⦁변인은 복잡하고 상호연결 되어
측정이 어려움

목적

접근
방법

연구자
역할

질적 연구

⦁외부인의 관점 중심
⦁일반화

⦁내부인의 관점 중시
⦁맥락성

⦁예측

⦁해석

⦁인과적 설명
⦁가설과 이론이 선행함

⦁행위자의 관점 이해
⦁가설과 근거 이론의 발견

⦁조작과 통제

⦁생성과 묘사

⦁형식적 도구 사용

⦁도구로서의 연구자

⦁실험주의

⦁자연적

⦁연역적

⦁귀납적

⦁요인분석

⦁패턴의 탐색

⦁동의 규범의 탐색

⦁다원성과 복합성의 탐색

⦁수량화

⦁비수량화

⦁추상적 언어

⦁구체적 언어

⦁거리두기 및 공정성

⦁개인적 참여와 파당성

⦁객관적 기술

⦁공감적 이해

1) 양적 연구 방법
가) 조사연구(survey research)
① 개념
조사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보다 현재의 상태, 즉 현상을 알아
보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조사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
황에서 질문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사실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성태제, 1998).
② 유형
조사연구는 목적, 시점, 기간, 대상자에 따라서 설계유형이 각기 다를
수 있다(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은영, 1995). 각각의 설계유형을 제시
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조사연구 설계유형
분류기준

설계유형

특징

서술조사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변인들의․관계를 논의하지 않음
예) 초등학생의 비만 정도

설명조사

설명연구는 개념의 차이나 관계를 알고자 하는 연구
예) 취업주부와 전업 주부의 스트레스 비교

연구목적

향후적 조사

현재의 현상을 과거의 다른 현상과 연결 짓는 조사연구
예) 흡연경력과 폐암 발생과의 관계

전향적 조사

가정된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로 연구를 통해서 가정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예) 유아기 우유 섭취와 키와의 관계

황단적 조사

한 시점(동시적으로) 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예) 경영학부 학생들의 주식투자경험 분석

종단적 조사

같은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예)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급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변화 양상

연구시점

연구기간

표본조사
대상자

대단위 조사
전수조사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출하여 수행하는 연구
예) 유-초 연계교육의 실태
대규모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예) 대통령 선거 시 여론 조사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예) 인구조사

③ 연구 절차
질문지나 면접을 통한 조사연구의 경우 연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되
어 있지 않으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질문지를 사용
하는 조사연구의 일반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성태제, 1998).
첫째, 연구목적을 구체화한다.
둘째,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표집방법을 규명한다.
셋째, 안내문을 작성한다.
넷째, 질문지를 제작한다.
다섯째,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여섯째, 질문지를 분석, 수정한다.

일곱째, 표본을 추출한다.
여덟째, 질문지를 발송한다.
아홉째, 미회송자에게 독촉편지를 발송한다.
열번째, 응답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한다.
④ 장․단점
조사연구의 장점은 개발된 도구나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율이 낮고, 피상적인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연구
변인과 관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단점도 가진다(이은옥, 임
난영, 박현애, 191).
나) 실험연구
① 개념
실험연구는 사회적으로 고안된, 즉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생성된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며 실험의 기능은 사건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실험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실험 변인의 조
건과 수준을 바꾸어 조절하며 간섭과 처치를 하며 결과를 비교하는 등의
절차에 다라 수행된다(Shaughnesy & Zechmeister, 1994: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에서 재인용).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실험연구는 조작,
통제, 무작위라는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혜경 등, 1995).
⦁조작
실험집단에게 연구자가 실험처치 또는 중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
작되는 현상을 독립변인, 처치라고 하고, 독립변수에 대한 반응을 측정
하는데 이를 종속변수, 결과 또는 효과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성교
육에 따른 유아들의 성개념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독립변수는 성교육이
되고, 종속변수는 성개념이 된다.
⦁통제
통제는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있는 여러 가지 외부요
인(외생변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실험 처치를 하지 않은 통재집단(대조
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험집단의 결과가 실험처치에 의한 것인지 아닌
지를 확인한다.
⦁작위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실험집단과 통재집단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② 유형
실험연구의 유형은 순수 실험연구 설계와 유사 실험연구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 실험설계는 무작위, 조작, 통제의 세 가지 실험연구의 특
성을 모두 준수한 순수 실험연구 설계이다. 무작위, 조작, 통제의 세 가
지 실험연구를 특성 중 일부만을 준수하였으면 유사 실험연구 설계이다.
순수 실험연구 설계와 유사 실험연구 설계 각각 다양한 설계방법이 있는
데,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모소될 수 있으므로 대학원 연구
방법 과목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바란다.
③ 연구절차
실험연구는 조사연구보다 연구 수행방법과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따
라서 연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태제
(1998)는 일반적인 연구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목적을 명료화한다.
둘째, 연구가설을 구체화한다.
셋째, 처치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를 규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다섯째,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할 도구를 개발 또는 선정한다.
여섯째,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일곱째, 사전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한다.
여덟째, 본 연구의 여구대상을 선정한다.
아홉째, 실험을 실시한다.
열번째, 자료를 수집한다.
열한번째, 결과를 분석한다.
④ 장∙단점
순수 실험연구 설계는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위, 조작, 통제 조건을 갖추어서 연구를 실행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에서는 완벽한 순수 실험연구 설계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유
사 실험설계 연구는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런 상황에서 연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외생변수를 확실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질적 연구 방법
가)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y)
① 개념

문화기술적 연구는 인류의 발달, 변화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인류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한 민족의 문화, 관습, 민속, 신
앙, 신념, 가치, 규범, 언어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특정 문화 속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정의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성태제(1998)는 문화기술적 연구는 현상학적 특징, 자연적 특징,
총체적 특징, 반복적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현상학적 특징은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이다. 자연적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총체적 특징은 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현
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적 특징은 연구 가설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가설의 형성과 검증이 반복된다.
② 연구 절차
문화기술적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여구 절차가 통합적이다. 문화기
술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성태제 1998).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규명한다.
둘째,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연구목적과 관계된 일반적 가설을 만든다.
넷째,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자료를 분석한다.
여섯째, 연구의 결론을 유도한다.
나)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① 개념
현상학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
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 등을 연구하는 것이
다. 현상학은 체험을 드러내고 서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
적을 갖는다(성태제, 2998).
첫째, 인간됨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실재의 구성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넷째, 이론 및 개념들과 실제의 경험들과의 연고나성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② 연구 절차
현상학적 연구의 연구절차도 문화기술적 연구와 절차는 같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규명한다.
둘째,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연구목적과 관계된 일반적 가설을 만든다.
넷째,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자료를 분석한다.
여섯째, 연구의 결론을 유도한다.

바. 자료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질문지법, 면접법, 전화조사법, 관찰법 등이
있다. 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질문지법
가) 질문지법의 개념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에게 질문에 답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질문지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연구대상에게 질문지를 우
편에 의해서 보내고 회수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
법, 이 메일읕 통해서 보내고 회수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방법 등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우편이나 직접 방
문하는 방문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과 인터넷에 올
려있는 질문지에 응답하게도 한다.
우편에 의해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에 있
는 대상들에게,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적절한 방법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회수율이 낮고 우체국에서 반송을 해주
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송봉투를 반드

시 동봉하고, 선물을 동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연구대상자에
게 전화를 하여 부탁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에 의한 방법은 연구대상이 있는 장소에 연구자나 보조자가 찾
아가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질문지 회
수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 퍼져 있는 경우 시간 소모가 많다.
이메일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우편을 통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
나) 질문지의 유형
질문지의 유형은 개방적 질문지와 폐쇄형 질문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
방형 질문지는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형으로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점은 다양하고, 예상하지 못한 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단점은 질문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폐쇄형 질문지는 응답자가 제시된 보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으로 이분식, 선다형, 서열형 등이 있다. (이혜경 등,

1995). 폐쇄형 질문 유형과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폐쇄적 질문유형
유형

방법

이분식 질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질문의 예
선생님의 결혼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교직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선다형 질문

두 개 이상의 보기를 주어서 선
택하게 하는 것

① 부모권유
② 적성에 맞아서
③ 경제적으로 안정적 직업이므로
④ 담임교사의 권유
⑤ 기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을 우선순위로 적어주십시오.
서열형 질문

대상의 순서를 정하게 하는 방 ① 보수

(

)

법

(

)

③ 여유 시간 (

)

④ 적성

)

② 안전성

(

당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정형 질문

척도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

건강

그저

건강하지

하다

그렇다

않다

①

②

③

다)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질문지는 많은 연구에서 제작되어 활용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질문
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손쉽게 생각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질문지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바른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한다.
첫째, 긴 문장은 피하여 이해하고 읽기 쉽다. 중요한 사항은 밑줄을 긋거
나 진하게 표시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선택하는 항목의 내용은 상호 중복되지 말아야 하고, 항목들은 응답
자가 답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항목을 통해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하나의 항목에는 한 가지 내용을 제공한다. 하나의 항목에 두 가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맞지 않아서 선택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어떠한 통계처리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처리 방법을 고
려하지 않고 질문지를 제작하는 경우, 통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질문지는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질문지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의 순서는 보통,
연구의 목적 및 사용도 및 연구자에 대한 소개 글, 연구 대상의 개
인적 배경(연령, 학력, 경력, 지역, 근무기관, 성별 등), 연구 내용
을 위한 질문내용을 그 다음에 넣는다.
2) 면접법
가) 면접법의 개념
면접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듣는 방법이다.
면접법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면접은 연구자
가 연구 대상을 일 대 일로 면접하는 것이고 집단 면접은 연구자가 여러
명의 연구 대상을 함께 공동으로 면접하는 방법이다. 면접법의 장점은 질
문지법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접법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므로 연구대상 수가 많은 경우 부적절하다.
나) 면접법의 유형
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법, 비구조화된 면접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조
화된 면접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여 이대로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비구조적인 면접법은 연구자가 기본
적인 질문 내용을 구성하지만, 연구대상의 반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가
질문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관찰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활용한다. 심층면접에서는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질문을 한다.
다) 면접 과정과 유의사항
면접법은 주로 3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첫 번째, 면담의 시작의 단계로
연구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면담 내용
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편안하게 시작되도록 한다. 두 번째,
면담을 진행하는 단계로 허용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면담자
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질문에 대해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경우, 연구자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한다. 면담 시간은 1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면담이 끝날 때에는 감사를 표한다. 세 번째,
면담 자료를 기록하는 단계이다. 면담 중이나 후에 기록한다. 기록은 직접

노트에 적거나 녹음기를 활용한다.
3) 관찰법
가) 관찰법의 개념
관찰법은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
법이다. 이는 지구과학, 동물행동학, 인류학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관찰내용은 연구 대상의 행동특성,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
통, 환경적 맥락 등을 관찰한다.
나) 관찰법의 유형
관찰법의 유형은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눌 수 있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깊이 있는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한다. 참여관찰은 객관적인 관찰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도 있고, 참
여로 인하여 관찰내용을 기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비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관찰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찰 사실을 알리고 시
행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들은 관찰자를 의식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관찰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구조적인 관찰과 비구조적인 관찰로 나눈
수 있다. 구조적인 관찰은 대상, 사건, 시간, 시기, 횟수 등을 사전에 결
정하여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주로 구조화된 관찰 척도
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관찰한다. 비 구조화된 관찰은 질적인 연구
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시간, 사건, 장면, 행동 등을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연구 대상에 대해 다양한 맥락,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한
다. 구조화된 관찰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 대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
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비구조화된 관찰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연구자
의 주관성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다) 관찰도구
연구자는 여러 가지 관찰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도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운주, 최일선,
2008).
① 시간표집법(time sampling)
시간표집법은 미리 선정된 행동을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하지 말
고 몇 번의 기회를 선택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은 한 번에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시간 간격에 맞추어 여러 번 시행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빠르
게 일어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행동이나 사
건의 발생빈도를 파악함으로써 수량화가 용이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외형적
행동관찰에는 적합하나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하기에는 부적합하
며, 상대적인 빈도만을 제시하므로 행동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간표집법의 기록방법에는 행동의 출현여부만을 표시하
는 방법,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세기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의 빈도와 지속시간을 추가하여 표시하는 방
법이 있다.
<시간표집법의 예>

관찰행동: 수업 중 잡담하는 행동
학생명

관찰 장소: 강의실

관찰 일시: 2009. 3. 26

시간 단위(5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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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척도법(rating scale)
평정척도법은 미리 정해진 범주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특성이나
특질, 성격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관찰법은 행동목록법과 같
이 사전에 관찰하려는 행동을 사전에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
을 충분히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척도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자가 편리한 시간에 기록이 가능하며 특별한
교육 없이도 쉽게 활용가능하다. 한편, 단점으로는 관찰자가 알고자하는
항목을 모두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관찰결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개인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행동의 수준만을 기
록하므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해 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평정척도의 예>

친사회적 행동관찰척도
전혀

범주

문 항

거

의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가끔
그럴

대체로 항상

때도

그렇다 그렇다

있다

1.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잘 이해합니까?
사회
생활
기본

2.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합니까?
3. 친구가 자심의 놀잇감을 빼앗아 갔을 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능력 4. 친구의 도움이나 호의에 고맙다는 인사나 표현을
잘합니까?
자료: 김정인(200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③ 행동목록법
행동목록법은 체크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관찰자가 단순히 어
떤 기술이나 행동 혹은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쓰는 것으로 행
동 유무를 기록하는 것이다.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
고자 할 때 사용하며, 시간에 따른 발달의 변화를 알고자 할 때도 사용한
다. 이 방법의 장점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사용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
나 행동의 출현 빈도나 행동의 원인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행동목록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항목의 명료성과 관
찰자의 이해도에 따라 질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기록해야
하고 각 항목을 잘 이해해야 한다.
<행동목록법의 예>

유아 친 사회적인 행동발달 체크리스트
범주

문항

그렇다

1. 미소를 지으며 항상 행복해 보인다.
자아존중감

2.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자료: Braty ,J . J. (2001). Prosocial Guidance for the preschool child. 이기숙, 강숙현(역)
(원저 1999).

④ 사건표집법
사건표집법(event sampling)은 하나의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생길 때
에만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찰자가 특정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그 행동이 발생하면 관찰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언제 꼭
관찰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
<사건 표집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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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연구방법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4>
과 같다.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
구분

자료수집 방법
• 개방적 질문지법, 폐쇄적 질문지법

양적 연구

• 비 참여 관찰
• 구조화된 면접, 비 구조화된 면접
• 개방적 질문지법

질적 연구

• 참여 관찰
• 비 구조화된 심층면접

사. 자료 분석
연구 목적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너무 내용이 산만하고 방
대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의 경향, 관계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
석과정에서는 연구자 편중과 연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어떤 표준
화되고 체계화된 분석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을 다른 연
구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분석 방법은 연구 목적, 변수의 수, 변수의
성격, 자료의 특성에 달려 있다(이은옥 등, 1991)
1) 양적 연구의 분석
양적 자료의 분석은 주로 자료를 코딩하여 수치화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

법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따른다. 연구목적이 어떤 집단의 특징 자체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서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f), 백분율(%), 평균(M), 중앙값,
표준편차(SD) 등을 구할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t-검증을, 독립변수가 한개 일
때 종속변수의 평균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독
립변수가 두 개 일 때는 종속변수의 평균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원분석분
석(multi-factor analysis of variance)을 한다. 두 변수 사이의 상호 관련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다. 그
외에 고급 통계로는 다중회귀분석, 공변랑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요인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대 통계 프로그램의 발달로 SPSS 또는 SA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코딩하고 명령어를 실행하므로 통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처
리가 손 쉬어 지므로 사용자가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도 한다. 정확한 통계처리 기법을 모르는 상태로 통계처리를 한다면 연구결
과에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기법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
요하고,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질적 연구의 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전사, 기술하기, 주제별 분류하기(약
호화), 해석하기 등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사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을 통해서 수집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글로 전환하
는 작업이다. 전사과정에서는 녹음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도록 노력해
야 한다.
기술하기 단계에서는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제목을 기술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추출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은 확인가능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진술한다.
분류하기 단계는 정보의 범주, 주제, 요인 등을 찾기 위해 기술한 것을 분류
하고 범주화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기술단계에서 나타난 사실을
유사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유목화 한다. 약호화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첫
째, 텍스트를 특정한 주제나 범주 단위로 축약함으로서 자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게 한다. 둘째, 자
료를 정의하고 범주화함으로써 이후에 계속되는 자료수집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자료를 개념화시킴으로써 특정한 텍스트를 탐구의 대상이 되게
한다. 넷째, 자설의 생성, 개념화, 잠정적 결론의 형성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해석하기 단계에서는 약호화 된 자료 간의 관계를 살피고 자조직하여 새로운
양상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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