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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편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76

내용분석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핵심내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쓰기 질적 연구의 평가준거를 제시하고, , , , , 

교수전략을 논하였다.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연구 실제가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 .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토대로서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질적 입장 을 인식하고 질적 연구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ualitative stance) .

키워드 질적 연구 질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 교수 질적 연구 교육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pproach to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QR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draw trend of TQRM, 76 course syllabi collected in the research

oriented universities’ master and doctoral program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proposes both common topics and essential strategies for TQRM in terms of the  paradigm

of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design, wide range of approaches to QR, diversity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riting, and evaluation criteria.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qualitative stance and

to understand paradigms and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frameworks of QR for conducting QR

reiteratively, creatively, reflectively.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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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는 이미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 , 

실무와 이론과의 상호작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양적 방법으로 포착하기 . , 

어려운 탐구현상의 본질에 관한  맥락과 과정 중심의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 

째 현상 혹은 실무와 이론과의 상호작용적 연계를 통해 현상 혹은 실무의 향상을 증진하고 , 

현상에 대한 통찰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과학은 . , “서구이론의  창의

적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적 사회현상을 개별성에 기반한 귀납적인 이론틀을 입론화하여 보편

적인 이론으로 생성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강구되어야하는데” 김갑선 ( 2002, 41; Kim 2004),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지식체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강점으로 인하여 질적 연구자의 증가와 질적 연구물이 급증하고 있

는 추세이다 최근의 질적 연구는 더 이상 종래의 비주류적 연구방법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 

연구하는 주류적 연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에 관한 경험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각 전(teaching)

공분야별 혹은 질적 연구별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 

반면에 질적 연구가 활발한 국내 간호학과  교육학 등에서는 대학원과정에서 독립적인 교, 

과목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운영 중이지만 그 관심은 일차적으로 ,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질

적 연구방법 배우기’에만 집중되어 왔을 뿐 국내 질적 연구 학계에서는 정작 교수자가 학습자, 

에게 ‘질적 연구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공론화 한 바가 거의 없다.

질적 연구의 후발분야인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

위논문과 연구논문이 미력하지만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를 수. , 

행할 연구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다양한 연구방법

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 연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수행력을 갖출 수 , 

있도록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 석박사과정의 학습자들이 질적 연구에 대한 잠재적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적으

로 문헌정보학과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

며 질적 연구는 배우기 어렵고 귀찮으며 수행하기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 , 

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우 소수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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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교과에서 양적 연구방법 위주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연

구접근에 관한 편향적 세계와 연구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현상의 문제 해결. 

에 접근해 가는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균형 잡힌 연구 설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의 

인간행태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과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년간 3

‘질적 연구’교과목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원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 

연구의 질적 연구 교육내용 개발은 질적 연구의 절차나 기법만을 단순히 구사하는 ‘기능적 

기교적 질적 연구자’의 배출이 아니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철학적 배경 이해를 근간으로 ,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질적 연구자’ 육성 에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

공하고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내용을 개발하는데 있다.

질적 연구방법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연구 논점에 따라 교과목 운영 경향에 

관한 연구 교과목 내용개발에 관한 연구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의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 , 3

다 이들 대다수 연구의 공통점들은 첫째 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이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 , , , 

토대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질적 연구자의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셋째, , , , 

인식론적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기능적 기법적 질적 연구를 경계한다는 점이다.

첫째 연구 유형은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운영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심분야의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전반적 운영 추세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 은 미국의 교육학 대학원에서 강의계획서 와 질적 연구. Webb & Glesne (1992) (n=55)

교육자 를 조사하여 주요 교육 내용과 주요 교재들을 제시하였다 는 (n=75) . Drisko(2008)

미국의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서의 교육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 의 내(n=48)

용분석과 교수자 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 중 (n=57) . ,  ‘질적 자료 

분석’이 취약하며 구체적으로 질적 자료의 코딩 기법 메모의 생산과 이용 방법 질적 자료 , , , 

분석용 소프트웨어 도구의 이용 교육이 대부분 생략되는 경향이라고 언급하였다.  

는 호주 및 영국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분야 교육 사회학 간호학 심리Hurworth(2008) ( , , , 

학 등 의 교수자 의 질적 연구 교과목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 (n=9) . 

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교과목 개요 특정 질적 방법론 검토 패러다임 , , 

차이 양적 및 질적 연구 차이 다양한 질적 방법과의 차이 연구 설계프로포잘 참여관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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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도큐멘트 분석 현장연구 자료분석 수작업 자료분석 컴퓨터 지원 진실성 신뢰, , , ( ), ( ), ·

성 엄격함 윤리 질적 연구의 역사적 측면 글쓰기 기타 주제 및 시험이었다 또한 강의의 · ,  , , , . 

진행 경향은 일반적 개요로 시작하며 특정방법론과 패러다임을 검토하며 많은 시간을 데이, , 

터 수집에 소요하였다 교육과정의 이나 정도를 참여관찰 면담 이론 및 관련 예제에 . 1/4 1/3 , 

소요하여 다른 주제에 비해 과도하게 가르치는 경향이었다 문서자료 검토 시각매체의 이용, . , , 

내러티브의 이용 같은 특정 자료수집 기법은 거의 무시하였다 분석에 관련 이론의 적용와 . 

같은 실제 예제는 거의 없었고 분석 같은 비판적 영역은 제한적 이였다 컴퓨터 지원 자료 , . 

분석을 다루는 강좌는 거의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수자가 질적 연구에 핵심적이라고 . 

하는 주제는 표집 윤리 분석 엄격함 글쓰기인데 매우 적게 다루어졌다 분석과 글쓰기는 , , , , , . 

매우 늦게 강의 후반에 다루어졌다 혼합방법 접근을 적용할 때 질적 연구가 얼마나 효율적 . 

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Hurworth 2008, 160-184).  

두 번째 연구 유형은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 

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역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은 미국 조직경영학 전공자들의 질적 연구의 자료 분Harlos, Mallon, & Campbell(2003)

석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해석적 비판담론적 사실적 접근에서 패널 모듈 , , 

운영 경험을 제시하였다 는 미국의 지리학 박사과정생들의 질적 연구 교육. Delyser(2008)

은 고문서 연구 인터뷰 전사 참여관찰 현장노트 쓰기 분석메모 자료 코딩과 성찰적 사고, , , , , , 

하기 및 글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질적 접근 기법 전략 이론적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과, , , 

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의 모듈은 단계로 방법론적 인식론적 이론적 쟁점. 4 , 

을 토론하며 방법론적 인식론적 이론적 쟁점과 더불어 특정 방법들과 기법을 분명하게 설명, 

한다 개별적 연구자들의 연구와 경험 세계를 이해하며 마지막에는 보다 전문적인 교재나 학. , 

술지 논문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의 실제를 위한 과제로는 면담하기와 전사 상이한 . , 

방법으로 면담 기술의 구축을 위한 과제 관찰과 면담 시 상세한 현장노트 기록하기 고문서 ,  , 

탐구를 위한 과제 분석메모의 제출 자료 코딩을 통해 자료 분석 연구자로서의 성찰과 입장, , , 

성에 관한 에세이를 제시하였다 양성은 은 가족 및 아동(Delyser 2008, 238-239). (2008)

연구분야 대학원과정에서의 질적 방법론 교과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개 . 4

관련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의 강의계획서 의 수록 강의계획서 국내 유사학과의 교과과, IIQM , 

정을 준거로 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에 포함될 가지의 중심내용과 학습과제를 제시하5

였다 그 내용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패러다임 질적 연구 일반적 과정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 , , 

의 비교 최근 쟁점 소규모 질적 연구의 수행 과제이다 등 은 미국의 , , . Onwuegbuzie (2012)

교육학 대학원에서 엄격한 질적 연구 수행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독특하지만 다소 중복적인 

단계 모듈을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을 개요하는 개념적 이론적 단계 지속적 비교분석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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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담론 분석 등 상이한 전통과 인식론을 가진 개의 질적 분석 기법 제공하는 기술적 , 18

단계 앞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계로 자료수집 기법 자료분석 자료해, , , , 

석 글쓰기 방법을 제공하는 응용단계 마지막은 수강학생들이 전문적 학술모임에서 질적 연. , 

구를 발표하는 학자로 등장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연구유형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들 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가에 역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는 질적 연구 교육에서 질적 연구 과정을 단일한 절차로 단순화한 절차Hammersley(2004)

적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공업자 전문연구자 브리콜라쥬(craft), (profession), (Bricolage) 

이여야 함 을 제시하였다 특히 브리콜라쥬는 질적 연구를 예술 혹은 브리콜라쥬로 간주하고. , 

향후는 엄격한 질적 패러다임을 초월하여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브리콜라쥬적 질적 연

구자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는 질적 연구 방법과 방법론. Breuer & Schreier(2007)

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는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자가 자기 자신과 전공을 어떻게 개

념화 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가 패러다임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하나의 연구전략이자 연구기법으로 간주

되어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단계를 가진 요리법쯤으로 교육된다고 비판하였다 패러다임 관. 

점에서 질적 연구의 교육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 방식 교수자의 강의경험, , 

대학 맥락외의 제도적 맥락 수강생의 인성과 질적 방법 간의 일치성 교육적 맥락을 제, (fit), 

시하였다 은 미국의 교육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의 질적 연구 교육에 대한 교수 . Poulin(2007)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질적 입장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교육한다 이를 촉진. , . 

하기 위하여 활동과 과제 부여 클래스 활동 문헌 리뷰 질적 입장을 반영하는 적절한 언어를 , , , 

사용해야 한다 둘째 연구설계의 철학적 방법론적 토대를 교육한다 셋째 해석적 연구의 적. , . , 

절한 평가준거의 이용을 교육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의 복잡성과 평가준거를 이용. 

하여 과제하기를 교육해야한다 넷째 해석적 탐구 내에서 다양성의 차원과 함의를 교육한다. , . 

는 질적 연구 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학제적 근원의 제시 이론Preissle & Roulston(2009) , 

과  실제의 조화 도제쉽을  클래스 기반 교육으로 통합 공인성과 학술성의 조화 및 질적 연, , 

구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언급 서구적 연구실제의 헤게모니 극복을 제안하였다, . Booker 

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교수자로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육 전략을 (2009)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질적 연구를 주관적이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 , 

소요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양적 방법론에 친숙하고 실증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 , , 

강생들의 저항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근원은 선행된 사회. 

과학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해석적 철학과 상호작용적이고 성찰적 과

정으로서의 연구설계를 더욱 견고하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였다(Booker 2009,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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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질적 연구를 수강한 영국의 경영학 연구자들 을 면담하여 좋은 Cassell (2009) (n=45)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과 지식의 유형을 식별하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skill) .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스킬과 지식 및 이들의 적용법을 배우고 개의 , 3

연구실제 반성성 성찰성 실천적 지혜 를 통해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 ) . 

는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교육학 대학원에서의 질적 연Eisenhart & Jurow(2011)

구교육 전략을 언급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  Ⅲ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년대 초중반부터 문헌정보학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90

성과 유용성에 관한 긍정적 접근 김정근 김정근 장덕현 설문원 차미경 ( 1998; , 1999; , 1999; 

이명희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장덕현 장덕현 이호신 이 2005; , , 2004; 2001; 2002; 2015)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교과

목 개설여부를 검토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전국 . 31

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과 해당 대학의 교과목편람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 

문헌정보학과 석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관해 공식적 독립적인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

고 있는 대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연관 교과목인 .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개설여부를 조사하고 년과 년 사이의 개학기 해당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연구, 2011 2013 6

방법론 교과목에서 질적 연구의 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 ‘연구방법론’ 교과목은  

‘연구방법론’이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의 교과명으로 개 대학 중 개교 에 개31 26 (86.6%)

설되어 있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개 대학 중 개 학교는 박사과정만을 위한 . 12 7 ‘연구방법

론’ 심화과정 과목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목이  . ‘질적 연구방법’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추

정할 수는 없었다.

강의계획서를 공개하는 개 대학 의 강의계9 (CA, EW, SKK, SMW, YS, CN, JN, KP, PS)

획서를 수집하여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내용 중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정도를 검토하였

다 개 대학의 . 9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주교재는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방법론 교 

재이거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간행된 방법론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방법론’ 교과목 

의 주요 교수 내용은  연구방법의 개론과 더불어 양적 통계 방법 위주로 교수되는 경향이 두

드러졌다 통계패키지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는 대학원은 였다. EW, KG, 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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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학은 개 학교 정도였다4 . 

그 언급의 정도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개론적 접근으로 질적 연구설계와 방법 주(SMW, 1 ), 

질적 연구개요 주 질적 현장 연구 주 내용분석 주 이었다 그러나 (SKK, 1 ), (CN, 1 ), (PS, 1 ) . KP 

대학은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양적 혼합연구의 측면에서 질적 데이타분석을 주간 다루고 있4

어 다른 학교와는 그 논의 정도가 구별되었다.

이처럼 ‘질적 연구방법’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정규 ‘연구방법’ 교 

과목으로 개설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수자의 선호와 판단에 따라 교수자의 다른 교과목내, 

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는 학교 도 간혹 있는 것(YS), (KG)

으로 알려졌다. 

요약하자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 ‘질적 연구방법’은 독립된 교과목으로 공식적으로 

교수되기 보다는 ‘연구방법론’의 한 주제로 부분적 개론적으로 언급되거나 교수자의 선호에 , 

따라 특정 교과목에서 비공식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양적 연구 편향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 이다 사회과학연구의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은 연구 심. ·

화를 위하여 고급 학위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문헌정보학(2014 Best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Schools by USNews)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면 박사과정에서 사회과학방법론으로서 양적 및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를 강조한다 상위급 학교일수록 연구방법론 과목이 정기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문헌정보학 . , 

전공 교수진에 의해 질적 연구방법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개 대학원중 개 학교. 33 7 (21%)

는 매학기 혹은 격학기 격년제로 박사학위과정에 질적 연구방법을 개설하고 있었다 상위급 · . 

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좋은 연구논문을 위해 질적 양적의 연구방법 양자를 이수할 ·

수 있도록 기회를 권장하였다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에서 . ‘질적 연구방법’를 단독으로 개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 학과에서 개설된 ,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다 .

국내 대학원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 Ⅳ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되는 ‘질적 연구방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경향 

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76 .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의계획서는 교수자가 직접 작성한 교과목 진행의 안내 자료로써 교과목의 개요 교과 목표,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3 )․

- 262 -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재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교과목의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 , 

유용한 정보원이다 비록 실제 강의 진행에서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심화된 고급 과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교육중심의 대학 강의계획서 비공개 대학보다는 박사과정을 활발히 , 

운영하고 연구 중심의 대학교 사이트의 교육과정편람에서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 ,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료 선정의 조건은 강의계획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 ‘질적 연구’라는 

교과목명으로 일반대학원의 학점 교과과정으로 년 학기에서 년 학기까지 총 3 2011 1 2013 2

개 학기동안 개설된 석박사과정 강의계획서이다 동일 교수의 동일 강의계획서일 경우 가장 6 . 

최근의 것을 선정하였다. 

최종으로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교과목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개 대학교 의 개 대학원 학과 개 10 (CA, EW, HY, SG, SKK, SMW, SN, YS, CN, KP) 42 , 9

전공분야의 총 편의 강의계획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계획서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76 .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고 경향의 공통점과 강점 취약점을 반영하여 문헌정, , 

보학의 교과목 개발에 적용하였다 강의계획서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부분은 교과목명. , ① ② 

필수교재 및 참고문헌 강의 구조 학습목표 교육 내용 주제 평가방법 과제였다, , , ( ), , .  ③ ④ ⑤ 

교과목명의 명칭  1. 

분석의 대상이 된 국내 강의계획서는 개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학점으10 3

로 개설되는 개 분야 총 사례의 강의계획서이다 이들은 년 학기에서 년 학9 76 . 2011 1 2013 2

기까지 총 개 학기동안 개설된 교과목이며 주로 년 편 과 년 편 및 6 2013 (38 ) 2012 (31 ), 

자료들이다 질적 연구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교육학 및 기타 교육학2011(7) . 

과 간호학 이 우세하며 사회복지학 사회학 언론학 아동가족학 소(28) (15) , (11), (8), (6), (4), 

비자학 행정학 이다(2), (2) .

분석 대상이 된 국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의 학과가 주로 선호하는 교과명의 명칭은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회 이다 특히 간호학 회(42 ,58.3%) . , (12 ), 

사회복지학 회 사회학 회 에서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6 ), (6 ) .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 회(14 ),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회 순이다(12 ) .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의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3 , . 

‘질적 연구’의 용어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구분 짓는 전통적이고 통칭적인 용어로 적용되

어져 오고 있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전통을 달리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용어인 . ‘질적 연구방법론’은 다양한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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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과 그  공통의 원리와 개별적 차이에 강조점을 두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학자들. 

은 원저작의 ‘qualitative research methods’를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으로 혼용해석하는 경향이다.

미국 학계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qualitative research’ 용어를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의 강의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표기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아직까지 .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의 표기는 매우 드물게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수교재2. 

검토된 개 분야에서 사회학 분야는 평균 책을 필수 교재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9 3.7 , 

가 책 체육학이 책 간호학이 책 순 이다2.8 , 2.5 , 2.3 .  

전체 사례에서 필수교재로 가장 선호하는 교재는 저 조흥식 공역 의 76 Creswell , (2005)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회 이다 이 책은 (16 , 21%) . 

비교적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가진 개의 질적 연구 방법 생애사 현상학 근거이론 5 ( , ,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을 선정하여 일련의 연구과정과 각 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을 소, , )

개하는 정형화된 개론서이다 저자는 각 방법의 전통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 , 

다 엄격하고 정교한 질적 연구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자연주의. 

적이고 구성주의적 관점을 갖는 질적 연구자들은 환영하지 않는 교재이다 이 책을 교재로 . 

선호한다는 것은 국내 질적 연구 교육의 대체적 경향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안내하는 과

정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김영천 의 . (2007) ‘질적 연구방법론I: Bricoleur’(8

회 조용환 의 ), (1999) ‘질적 연구’ 회 저 유태균 역 의 (8 ),  Sherman , (2003)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회 홍현미라 외저(5 ); 

의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윤택림 의 (3); (2004) ‘질적연구방법론’ 회(3 ) 

순이다. 

저 조흥식 공역 의 Creswell , (2005) ‘질적 연구방법론’은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 , 

에서 선정되었다 김영천 의 . (2007)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은 교육학 소비자학 아동, , 

가족학에서 선정되었고 조용환 의 , (1999) ‘질적연구’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소비자, , , 

학 아동가족학에서 선정되었다 간호학에서는 이명선 외역 회 의 , . Maxwell, (2009)(2 ) ‘질적 

연구설계 (Qualitative research design)’ 교육학에서는 조흥식 공역, Creswell, (2005) (6

회 의 ) ‘질적 연구방법론’ 김영천 회 의 , (2007) (5 )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사회복지학, 

에서는 조흥식 공역 회 의 Creswell, (2005) (8 )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Sherman, 

회 의 (2003) (5 )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사회학에서는 윤택림,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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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 ‘질적연구방법론’ 조성남 외 저 회 의 , , (2011) (3 ) ‘질적연구방법과 실제’를 필수교재로 

선호하였다.

강의 구조 학습 목표 교육 내용3. , , 

질적 연구의 강의 진행 구조는 일반적인 연구수행 절차와 유사하였다 또한 강의 구조는 . 

일련의 질적 연구의 이론을 배우는 단계 연구방법을 배우는 단계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 , 

단계로 구분 할 수도 있다.  

학습의 목표는 평균적으로 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목표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최2.4 . 

종의 학습목표는 질적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학은 질적 연구를 통한 . 

전공분야의 지식 개발이라는 최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학습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알다 기술하다 설명하다( / / )’, ‘분석하기 식별하다 비교하다( / )’, ‘적용

하기 활용하다 수행하다( / )’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전체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으로 도출된 교육 내용의 주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 ① ② 

질적 연구 특징 일반적 연구설계 연구절차 다양한 방법론 자료수집 자료분석, ( ), , , , ③ ④ ⑤ ⑥ 

글쓰기 엄격함 및 질 평가 윤리 과제 발표 기말고사 질적연구물 비평 , , , , , ⑦ ⑧ ⑨ ⑩ ⑪ ⑫ 

이다 이들 주제의 논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회. . (286 , 

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는 주제였다 그 다음으43.2%) , . 

로 자료수집 자료분석 질적 연구 특징 글쓰기(80,12.1%), (68,10.2%), (46,6.9%), (45, 

질적 연구 패러다임 과제 발표 회 연구설계 회 엄격함 및 질 평가6.8%), (42), (39 ), (38 ), (28

회 윤리 회 기말고사 질적 연구물 비평 이다), (28 ), (14), (12) .

서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질적 연구 특징 회 질적 연구 패러다임 회 일반적 연구(46 ), (42 ), 

절차 회 이다 본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주로 다양한 질적 연구유형 회 자료수집(10 ) . (286 ), (80

회 분석 회 연구설계 회 글쓰기 회 윤리 회 엄격함 질평가 회 질적 ), (68 ), (28 ), (19 ), (12 ), , (12 ), 

연구물 비평 회 순이다 다양한 질적 연구유형에서는 다양한 질적 방법의 정의 배경 유(12 ) . , , 

형 연구절차 관련논문의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연구유형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방법은 문화, , . 

기술지 회 근거이론 회 현상학 회 구술 생애사 회 사례연구 회 내러(38 ), (37 ), (36 ), ( ) (19 ), (17 ), 

티브 회 담론 회 실행연구 회 순이다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현상학은 (15), FGI(10 ), (6 ), (5 ) . , ,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질적 연구 유형 이였다 그 외에도 전공 분야마다 비중을 두는 방. 

법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에서는 회 실행연구 회 교육학은 내러티. FGI (8 ), (3 ), 

브 회 실행연구 회 사회복지는 내러티브 회 사회학에서는 구술 생애사 회 담(11 ), (2 ), (9 ), ( ) (6 ), 

론분석 회 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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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결론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과제 발표 회 글쓰기 회 질 평가 회(39 ), (26 ), (16 ), 

윤리 회 기말고사 회 이다(16 ), (14 ) .

평가방법4. 

사례의 평가항목은 과제 등 개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평균적으로 평가 항목은 개였76 8 , 2.5

다 사례의 교과 이수 평가 항목에서 과제 건 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6 (73 ,3 8.2%) . 

과제의 반영율은 였다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20~80% . 3

든 강의에서 과제는 필수적 공통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출석 건. (35 , 

수업 참여도 건 발표 건 시험 건 토론 건18.3%), (31 , 16.2%), (21 , 10.9%), (17 , 8.9%), (8 , 

평소학습 건 기타 건 였다4.1%), (7 , 3.6%), (4 ) .

과제5. 

학습과제는 학습자가 교과목 학습내용과 이해 확인 적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의 내, , 

용을 내재화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기제이다.

질적 연구 교육은 전통적으로 ‘learning by doing’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즉 학습자가 . ,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을 배우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라고 알려져 있으며 학습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과제 유형에는 , ‘프로젝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 회 이 가장 우세하였다(57 ) . 

선행 질적 ‘연구논문 비평’ 회 데이터분석 회 면담자료분석 회 관찰자료분석 (27 ), (20 ; 10 , 10

회 연구계획서 작성 회 권장독서물 읽기 회 성찰적 글쓰기이다), (14 ), (10 ), . 

특히, ‘프로젝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 과제 유형은 학습자가 관심대상이나 주제에 대하

여 개별 혹은 집단별 소규모 질적 연구프로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것

이다 이 과제 유형은 질적 연구 교과목에서 학습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이론과 방법 전체 . , 

연구 과정을 이해하고 연구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응용해보는 것으로 질적 연구 학습 수행

의 학습목표이자 최종의 성과물이 된다 여기에는 연구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결과 도출. , , , 

연구자 성찰까지를 포함한다 교수자에 따라서는 학술지 수준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 

하였으며 차후에는 공동연구로 학술지 발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선행논문 비평’은 연구방법의 적용과 개선을 추구하고 논문작성의 안목을 배양하고자 하는 

방법론 비평과제이다 관심있는 주제나 특정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보고 연구설. , 

계나 연구과정 연구결과 도출 과정을 비판하고 평가하며 특정 연구방법의 개선점을 모색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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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선행 논문 비평은 질적 연구 직접 수행하기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배우는 좋은 . 

과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찰적 글쓰기’는 질적 연구수행자로서 성찰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 

글쓰기 유형은 프로젝트 과제의 최종보고서 작성에 포함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과, 

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연구과정을 통하여 연구도구로써 자신과 자. 

신의 연구과정을 성찰하도록 하여 더 좋은 질적 연구자가가 되도록 독려하는 수준 높은 과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찰적 글쓰기는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제 . 

유형이다 주제는 수업을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자아 성찰 특정 주제 . , 

선정 연구방법 선정에 관한 입장 표명하기 혹은 주제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연구자의 , , ·

선입견과 편견의 극복 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  질적 연구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의 글쓰기이다.

국내 전공별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6. 

본 연구의 결과 국내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을 요약하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익히고 

연구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학습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의계획서를 통. 

해 살펴 본 전공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교육학 분야는 국내에 질적 연구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양대 축이다 간호학은 . 

질적 연구가 가장 번성한 분야이기도 하다 간호학은 자연과학적 전통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 

에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이 강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격한 연구절차를 강조하고 다양한 질적 .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시하였다 간호학은 철학적 인식을 강조하였지만 실제 과제활동이나 . , 

강의에서 철학적 인식을 강조하거나 촉진하는 학습활동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 

연구자 성찰이나 질적 연구자 인식과 태도변화를 강조하는 정도는 약하였다. 

사회복지학은 후발분야로 간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이다 사회복지학에서도 다양한 . 

질적 방법과 연구절차의 교육을 중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강조하고 연구문. , 

제에 따라 연구방법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다보니 연구기법 위주로 질적 연구접근

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학은 질적 연구를 문화기술연구와 동일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교육인류학의 전. 

통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 보다는 관찰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의 . 

진정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질적 연구자로서의 성찰을 중시하고 수업 관련 독서물 읽기를 , 

강조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양적 연구의 보완적 차원에서 혹은 혼합연구의 일환으로써 질적 연구를 탐색

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료수집의 기법 보다는 질적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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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법론의 이론적 비판을 중시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자료수집 방. 

법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하나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간주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었다.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 Ⅴ

본 연구에서는 편의 질적 연구방법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도출된 개의 교육 내용 주76 12

제 내용 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을 위한 핵심 교육내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과 철학(4.3 )

적 이론적 이해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쓰기 질적 , , , , , 

연구 평가 준거를 제시하고 교수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배경  1. 

질적 연구방법을 최상으로 배우고 최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

지식을 먼저 갖추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 수행을 경험하며 동시에 질적 연구자로서 자, , 

신의 신념 경험 연구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

무엇보다 진정한 질적 연구자가 되는 진정한 이론적 첫걸음은 철학 공부에 있다 질적 연, . 

구를 위한 철학 공부는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질적 연구방법 배우기를 주저하게 만드

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 ‘질적 연구방법’ 교육의 시작점으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질적 연 

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패러다임이란 행동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기본 신념으로써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및 방법, , 

론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질적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에는 (Denzin & Lincoln 2000).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 , , / , . 

임의 차이는 연구의 전체과정을 좌우하게 된다 즉 패러다임에 따라 탐구현상 연구설계 기. , , , 

본 가정 연구방법의 선정 연구 목적 연구의 질문 연구자의 역할 자료수집 방법 자료의 , , , , , , 

분석 및 해석방법 연구결과의 표현 방식 평가 방법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질적 연구에, , . 

서는 연구자 본인이 연구의 기초적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질적 입장(qualitative 

을 인식하고 연구 실제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tance) .  

또한 질적 연구는 여러 사상과 철학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다 질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 

철학인 현상학 후설 현상학 실존적 현상학 해석학 딜타이 해석학 가다머 해석학 상징적 ( , ), ( , ), 

상호작용론 포스트모더니즘 신경림 외 저 후기 구조주의 후기 구성주의 곽영, ( 2004, 12), , (

순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2010)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3 )․

- 268 -

연구설계 2.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 전체가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 , 

연구 실제가 가능하도록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단일화된  연구절차나 연구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 일반적인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 

적 연구절차를 익히면서 순환적 나선형적 연구절차와 이론적 표집 의도적 표집에 대하여 심, 

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연구 설계시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설계. 

의 철학적 및 방법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첫째 연구설계시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인. , 

식론적 관점에서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설계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초보자들 및 기능적인 , , . , 

질적 연구자와 교수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전제

를 무시하고 연구질문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양한 질적 연구의 인식론. 

적 방법론적 가정을 무시하고 데이터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질문이 연구방법과 연, 

구설계를 이끌어가는 전제가 되고 만다 이는 철학적 기반이 없는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질적 . 

연구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교수자는 상이한 인식론적 가정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물의 선례를 . , 

제공하여 연구질문이 연구 목적 이론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3.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적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방. 

법은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연구 내러티브 생애사 실행 연구 등이다 각 방법의 정의, , , , , . , 

이론적 철학적 배경 목적 연구절차 분석 및 해석 방법 연구결과의 표현양식 평가 방법, , , , , ,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때 각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물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방법을 배우, 

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동일 연구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질적 방법 예 현상학 근거. , ( , : 

이론접근 문화기술지 근거이론접근 등 을 적용한 선행 연구물들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매, : )

우 유익하다 더불어 동일 연구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물과 질적 연구물의 접근과 연구결과도 . , 

비교해 보는 것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4. 

자료수집과 분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창의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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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면담이나 참여 관찰 뿐 아니라 문서분석 내러티브 이용 시각매체. , , , 

이용 웹페이지 신문기사 등 다양한 소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 . 

충분한 이론적 지식 없이 질적 연구에 대한 의욕만 가지고 질적 연구에 뛰어드는 초보자들

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연구현상에 접근하고 연구현상을 풀어나갈 적절한 

질문개요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철학적 전제와 연구목적에 . 

맞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동료들과 역할 연습을 통해서 . 

면담 기술을 충분히 단련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가지 면담 유형은 근거이. 3

론 현상학 문화기술적 면담 기술(Strauss & Corbin 1998), (Seidman 2006), (Spradley 

이다 이를  적용해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1979) , . 

상이한 전통과 인식론을 가진 다양한 질적 분석 기법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교수해야 한

다 특히 근거이론의 . , ‘지속적 비교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다 가중. 

치를 부여해서 교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프로젝과제를 통해서 수집한 실제 면담자료나 관찰 자료 또는 교수자가 다양, 

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자료 분석의 실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분석 능력을 .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들이 프로젝과제를 통해 면담자료나 관찰자료를 직접 수집하

도록 하고 이를 실제로 코딩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과제에는 , .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적 선택적 성찰 뿐 아니라 연구자 본인에 관한 성찰까지도 반드시 포함, 

하도록 해야 한다.   

수작업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의 적용법도 교육하여 비교분석

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내 교육에서는 오히려 수작업의 자료분석을 강조하다 보니 . 

소프트웨어의 이용법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다. CAQDAS(Computer-Assisted 

예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ere, : NVivo 9, QSR International Pty Ltd, QDA 

는 자료정리와 분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Minor 3.2, Provalis Research) . 

어가 연구자를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주지는 않는다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질적 . 

자료의 체계적인 컴퓨터기술적 분석이 인간의 융통성 창의성 통찰력 직관을 대신할 수는 , , , 

없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을 위한 핵심 도구” 라(Denzin & Lincoln 2005, 578)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글쓰기5. 

글쓰기는 질적 연구 과목에서 마무리 과정이여야 하고 필수 과정이여야 한다. “질적 연구에

서 글쓰기는 생각하기 자료의 분석 해석 이론화 와 더불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없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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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내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Waite 2014) . 

“글쓰기는 생각하기이며 글쓰기는 분석이며 글쓰기는  유혹적이고 혼란스러운 발견의 방, , 

법이다” 글쓰기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과 연계되어 상호(Richardson 2005, 967). , 

작용적 반복적 역동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교수자는 특정집단의 독자를 위해 다양한 양식의 , , . 

글쓰기 준비를 제시하고 적절한 글쓰기 예제를 제공해야 한다. 

글쓰기 과정은 주로 강의의 마무리 단계로 수행되는데 강의 초반에 주지되어야 한다 글쓰. 

기는 반드시 프로젝과제의 현장노트와 성찰노트 내용에 기반해야 한다 글쓰기에는 반드시 . 

스타일 가이드 예 스타일 방식 를 제( ,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시하여 공식적인 글쓰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6. 

질적 연구의 엄격함과 진실성은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글쓰기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 , .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평가 기준을 갖는다 양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성. , 

타당성 신뢰성 등의 개념들이 질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해야 하며 양적 연구에, , 

서는 적용할 수 없는 질적 연구만의 독특한 평가기준을 학습해야 한다.  

좋은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준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 

평가준거는  교육과정의 끝말에 교수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에서 적합한 평가준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는 다양한 평가 . 

준거가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 기반한 패러다임과 이론적 전통의 전제와 일치하는 준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에는 의 준거 의 준거Lincoln & Guba(1985) , Cresswell(1998) , 

준거 의 준거 의 근거이론 평Seale(1999) , Richardson(2000) ,  Strauss & Corbin(1990)

가를 위한 준거 등이 있다. 

결론. Ⅵ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국내 대학원에서 질. 

적 연구 교과목의 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통하여 교과명 필수교재 강의구76 , , 

조 학습목표 교육내용 평가방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을 위한 핵심적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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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 , , , 

쓰기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를 제안하고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연구 실제가 가능, ,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토대로서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질적 입장. 

을 인식하고 실제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qualitative stance)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질적 연구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  , 

해 관심을 가진 교수자들에게 질적 연구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교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의 교육 기회의 증가와 교육내용 강화는 질적 연구의 절차나 . , 

기법만을 단순히 구사하는 ‘기능적 기교적 질적 연구자’가 아니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철학

적 배경 이해를 근간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질적 연구자’ 배출에 기여 할 것이다 . 

셋째 질적 연구의 교육의 강화로 질적 연구에 관한 심층적 이해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 성, 

과물들이 한국적 지식체 생산에 수준 높게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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