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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교육 관련 혼합 연구에서 적용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1)

나 장 함 (조선대학교)

2)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수학교육에서 혼합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

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한)을 활용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질적 접근의

적용이 연구 목적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

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학교육학회의 초등수학교육 학회

지에 2012년 게재된 전체 16편의 논문 중, 혼합 연구법을

활용한 논문 5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항목

별 분석 결과를 양화된 수치로 간략하게 제시하던 기존의

혼합 연구물에 대한 분석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자의 관점에서,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 및 샘플링 선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

여 그 결과와 시사점을 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우리의 연구 맥락에서, 연구 방법은 점증적으로 다

변화되고 있다. 즉, 양적 연구 중심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또한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 하는 혼합 연구물이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

었다. 질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90년

대 중반까지는 양적 연구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후 질적 연구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있다. 한 예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88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현직 교사 교육에 관한

논문 총 200편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을 분류하여 보면,

양적 연구방법 84편(42%), 문헌연구 77편(38.5%),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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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3편(11.5%), 혼합 연구방법 16편(8%)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박상완, 2014). 여전히 양적 연구가

가장 강세 이지만, 분석 대상 논문을 2000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질적 연구물의 수는 2편

에서 21편으로 증가하였고, 혼합 연구물의 수도 1편에

서 15편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동중 외

(2014)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5

개 수학교육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총 709편의 논문

중 양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는 303편(43%),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는 351편(49.5%), 혼합 연

구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는 55편(7.5%)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혼합 연구물의 수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이한 패러다임 간이 결합 방식과 양자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혼합 연구의 가능성은 여

러 학술지에서 소개되고 주목 받고 있다(김동중 외,

2014; 박선영, 2010; 이원석, 2011; 성용구, 2013). 최근

에 들어서는, 실행된 혼합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들도 찾아 볼 수 있다(권경인․양정연, 2014; 김동

중 외, 2014, 박상완, 2014). 이 같은 논문들은 방대한

양의 혼합 연구물을 비교 항목(연도별 논문 수, 연구

주제, 대상, 내용 영역, 방법론 결합 양상, 결론 단계의

혼합 유형, 양적 연구방법의 유형, 질적 연구방법의 유

형 등)별로 분석하여 학문적 논의에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1) 이러한 선행 연구의 기여를 토대로 본 연구에

1) 한 예로, 권경인․양정연(2014)에서는 2000년~2013년(상반

기) 기간 중에 상담분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59편의

혼합연구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항목을 “연도

별 논문 수, 연구방법 종류, 연구 주제, 혼합연구 전략(동

시적, 순차적), 혼합연구 통합방법 제시 여부, 혼합연구 목

적 제시 여부” 등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양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자료 해석과 매우 유사하다. 또 다른 예

로, 2003년~2013년 기간 중, 국내 5개 학회지에 게재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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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혼합 연구물에 대한 기존 연구에

서의 분석은 주로 양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

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구분되는 질적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혼합 연구에서 질적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에 초점을 두고,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 및 샘플링 선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질적 및 양적 연구의 대비되는 강조

점과 혼합연구의 기여와 방안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각각의

장단점이 보다 분명해짐에 따라, 두 가지 연구 방법을

결합한 혼합 연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

적 연구는 특정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를 측정하는데 강점이 있다. 양적 접근은 제한된 설

문 문항에 대한 매우 많은 사람들의 반응 결과들도 측

정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비교와 통계적 집중

(aggregation)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바로 양적 연구

의 장점이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특성은 광범위하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큰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양적 접근의 연구 결과는 수치화되고, 간단명료하며

다소 인색한 형식으로 제시된다. 반면, 질적 연구는 현

상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강점이

53편의 혼합 연구물을 분석한 김동중 외(2014)의 경우, 비

교 항목(연구 주제, 대상, 내용 영역, 방법론 결합 양상, 결

론 단계의 혼합 유형, 양적 연구방법의 유형, 질적 연구방

법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빈도수로 나타내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동중 외(2014)에서는

혼합 연구의 자료분석 단계에 활용한 질적 방법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론 기반 개념틀 3편(5.7%), 연구자 기반 개

념틀 50편(94.7%)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자 기반 개념틀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당성에 관

한 논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질적 연구의 타당성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 방법의 이론적 개념틀 또는 타당성에 관한

논의를 충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연구 분석

과 유사한 결과 제시와 해석은, 전반적인 경향성과 무엇이

필요한가는 알려주지만, 개별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무엇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간략하고 인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샘플을

대상으로 주어진 이슈에 대한 깊고 상세한 연구를 가

능하게 한다. 미리 정해진 분석 목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연구 현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질적 탐구의 깊이, 개방성, 상세함 증진에 기여한

다(Miles & Huberman, 1994; Onwuegbuzie & Leech,

2007). 질적 접근은 양적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에 관한 매

우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일반화의 가능

성을 감소시킨다. 두 연구 방법론을 혼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혼합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양적 자

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

우가 많다(2011, 이원석).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두 연구 방법과 패러다임에 관한 다양한 찬반 양상 보

다는, 양자 간에 실용적이며 협력적인 관계성 형성의

중요성과 기본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상에 관한 지식을 더욱 축적하기 위해서, 두 연구 방

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설명하고, 양자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

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덜 알려졌지만, 영미권에서는

교육학이나 교과교육학뿐만 아니라, 의학, 간호, 상담,

복지, 행정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질적 연구자 중의 한 명인 Patton은 여

러 종류의 질적 연구 방법론들에 관해서 통합적인 관

점을 지지하며,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혼합에 관해

서도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관점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바가 결실을 낳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질문들은 특정

인식론 및 철학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서도

다루어 질 수 있다. 지적, 철학적, 이론적 전통들은 특정 질

적 탐구 전략의 초점, 가치, 적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지만,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함에 있어 특정 인식론적 관점

에 충성을 맹세할 필요는 없다(Patton, 2015,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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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on의 지적처럼, 세상과 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

해를 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자 모두가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이론에 대해 테스트하

고, 밝혀진 변인들 간의 관계성이나 위계를 밝히거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하게 될 때 선택된다. 반면,

질적 연구는, 이론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변인들을 밝

혀내거나, 유사한 맥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제한된

일반화를 제공하고자 할 때 선택된다. 양자를 결합하

는 기본적인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적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왜

그러한 변화나 반응이 나타났는가를 질적 연구를 파악

하는 방식이다. 둘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변

인들 간의 명확한 관계성과 위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다(나장함, 2005).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정책 결정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 고전적 사례는 미국 미네소타 주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저소득 층 성인(약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

로그램에 대한 양적 평가에서, 75%가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며, 평균적으로는 성취도가 향상되었지만 개인

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이 개별

참여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문해 교육 프로

그램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상세하

게 제시하고 있다. 설문 분석결과(77% 만족)는 통계적

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패턴을 제공하지만, 훨씬 더 적

은 수의 개방형 면담의 예시들은 매우 개인적인 수준

의 경험에 대한 깊고 상세한 의미를 더해 준다. 즉, 위

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

적 방법을 혼합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

보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다(Patton, 2015).

또한, Shapiro(1973)는 National Follow Through

Program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혼합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법만을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연구한 다른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효과

를 입증해내지 못했지만, Shapiro는 관찰법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중요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각적인 설명을

이끌어 내었다. 즉, 그녀는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표준화된 테스트에서는 감지될 수 없는 학생들 간의

차이점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양적 연구에서의 검사

에 따른 긴장과는 구분되는, 자연스러운 교실에서의

자발성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

양적 연구에서의 확률표집방법과 질적 연구에서의

의도적 샘플링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적은 수의 사례를 심도 있게 탐구하

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질적 연구 의도적 샘플링

의 논리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Patton, 2015, p. 53)”

에 관한 구체적이며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적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

작위로 추출된 다수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 사례가 대표할 수 있는 더 큰 집단을 설명하는

특성이나 경향성을 일반화시키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이처럼 표본 모집 방법에서

부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지향점도 다르

다.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이들 두 가지 접근법의 장

점을 취합할 수 있는 혼합 연구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혼합될 수 있으며,

양자가 결합함으로써 지식의 축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한 예를 Patton(2015)으로

부터 편집․재구성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표 1]은 질적 연구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윌슨 박

사의(가상의 인물) 삶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비

교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 단은, 그의 삶을 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개방형 응답 포함)틀에 해당한

다. 왼쪽 두 번째 단은 양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그

의 삶의 이야기를 주요 요점 20개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 오른쪽 단은 깊고, 풍부하고, 복잡하고, 맥락적인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질적 탐구 문제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연구 프레임웍은 상이한 인

지 스타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관여하는 방식의 차이,

다른 형식의 이해, 시간과 관심의 차이, 애매모호함과

복잡성에 대한 인내의 차이를 구성하고 있다.

위의 윌슨 박사의 삶에 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

근의 비교는 단순화된 주요 요점과 복잡한 심층 질적

탐구라는 경쟁적인 인지 프레임웍들 간의 차이점을 보

여준다. 그렇지만 이를 다른 각도로 보면, 20개의 주요

요점은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 질문을 구성하는 개요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요점은 윌슨 박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질적 탐구의 프레임웍은

그 뼈대에 살, 얼굴, 표정, 개인적 특성 등을 덧붙이는

것이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알려준다. 이러한 관

점에서, [표 1]은 양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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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설문지틀

양적 조사 결과:

인생 경험의 주요 요점 20가지
심층 질적 탐구를 구성하기 위한 질문 10가지

나이·성별 ① 65세의 백인 남성 ⦁ 미주리 주 시골에서의 성장은 어땠어요? 미주리의

어떤 점이 아직도 당신에게 남아 있나요? 그러한

어린 시절 경험이 당신의 연구 초점과 접근 방식에

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①, ②, ④, ⑤, ⑥, ⑰)

⦁ 당신은 왜 해군에 입대하도록 하였나요? 그리고 그

러한 경험은 이후 당신의 삶과 학자로서의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③, ④, ⑤, ⑥, ⑰)

⦁ 다양한 학문 영역에 대한 학습은 세상에 관한 이해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현재 질적 탐구에 있

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학문적 기초에 의존하시

나요? (④, ⑤, ⑥, ⑰)

⦁ 수학적 모형 제작자로부터 질적 탐구자로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당신의 질적 연구의 중요한 경

험과 핵심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④, ⑤, ⑥, ⑰)

⦁ 왜 질적 평가자가 되었나요? 당신의 평가특성과 초

점은 무엇인가요? (①~⑳)

⦁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열정적인 하이커가 되었나요?
황야에서 보낸 시간들은 당신의 탐구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⑧, ⑪)

⦁ 당신은 사막․산․평야․숲․바다 등에서 머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이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어떠했

나요. 다시 말해, 각 맥락은 당신의 관점에 어떤 영

향을 주었나요? (③, ⑧, ⑩)

⦁ 당신은 팔과 시력을 잃고 또 다른 수술을 받았습니

다. 그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어

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당신은 그러한 상실과 의학

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응했나요? (⑪~⑮)

⦁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전 남편으로서, 그리고 다
양한 관계들의 전문가로서 당신은 가정과 부모 됨

그리고 관계성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나요?

⦁ 당신의 하이킹과 삶의 철학이 당신의 질적 탐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⑥, ⑧, ⑪, ⑰~⑳)

고향 ② 미주리 주 농촌 지역에서 성장

군경력 ③ 베트남 전쟁에 해군으로 참전

전공·학력
④ 역사학, 사회심리학, 생체 문화 인류학, 인구통

계학 학위 취득

학위논문
⑤ 학위 논문에서 인구 역동성, 출산율, 인간 행동

조사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활용함

직업·주요

경력

⑥ 주요 주립대학에서 20년 근무 후, 평가 컨설턴

트가 됨

자녀·가족

관계·결혼

상태

⑦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조부(이혼 경력 있음)

취미 및

특이한

경험

⑧ 열정적인 하이커, 황야와 국립공원에서 3년 이

상 여행한 적이 있음. 지금도 지속됨

⑨ 그가 소유한 위스콘신 주에 있는 오두막 건설

을 직접 도움

⑩ 2006년 서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에 1년 간 참

여함

건강

상해

수술경력

현상태

⑪ 1989년 하이킹에서 다리가 부러짐.

⑫ 1998년 교통사고 당하여 왼팔을 상실

⑬ 2004년 심장마비로 심장 수술을 받음

⑭ 2008년 혈전으로 오른쪽 눈 실명함

⑮ 2010년 고관절 대체 수술을 받음

⑯ 청각 보조기구 사용하고 있음

주 업적

철학

인생관

⑰ 질적 연구 가이드 북 2편 출간 (면담, 분석)

⑱ 하이킹 철학: 자연의 인도를 따라가라.

⑲ 인생철학: 인생의 인도를 따라가라.

⑳ 지인 헌정 묘비명: “불안정하며 돌아다니지만

언제나 최후에는 적응하라.”

[표 1] 윌슨 박사의 삶에 관한 이야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

[Table 1] Story of Dr. Wilson life: Comparis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이를 토대로 구성된 질적 방법론의 결합이라는 혼합

방법론을 암시하는 상호보완적이며 연결되는 인지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화적·기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표준화된 테스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한 Shapiro(1973)의 지적처럼, 우리는 양

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세상과 현상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검색 및 분석 대상 논문 선정

본 연구는 수학교육 분야 연구에서 혼합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 Patton(2015, p. 35)에서 편집․재구성하여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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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 8). 구조화 정도가 다른 수학적 동형 문제 사이의 유추적 전이 분석. 15(2), 59-75.

②. (2012. 8). 반성군 문항 해결과정에 나타난 초등 수학 영재 아동들의 반응과 인식 분석. 15(2), 147-158.

③. (2012. 8). 비와 비율 학습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론적 장애 분석. 15(2), 159-170.

④. (2012.12). 분수의 연산과 크기 비교에서 맥락 문제와 비맥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법 분석. 15(3),

219-233.

⑤. (2012. 4). 수학적 모델링 학습이 문장제 해결에 미치는 효과. 15(2), 107-134.

[표 2]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5편의 논문에 대한 기본 정보

[Table 2] Basic information on 5 papers selected as an analysis item

있는지를 분석하고, 질적 접근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

다. 수학교육에서 혼합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질

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수학교

육 논문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수학교육 관련 논

문은 수학교육, 초등수학교육, 수학교육연구논문집, 수

학교육학연구, 학교수학,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등과

같은 수학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학술지뿐만 아

니라, 다양한 교과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서

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잠재적

샘플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 연도나 특정 학술지

를 기준으로 샘플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잠재적

샘플링의 수도 여전히 다수이므로, 연구자는 한 학술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용이

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

은 여러 학술지 중에서도 ‘초등수학교육’ 학술지를 연

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도 기간 중 ‘초등수학교육’은 일

년에 3번 총 9회 출판되었으며, 게재된 전체 논문은

총 51편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

한 연구물의 수는 총 21편이었다. 양적 연구방법과 질

적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한 논문의 수는 총 9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편, 2013

년 2편, 2014년 2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12년

의 전체 논문 16편 중 혼합 연구법을 적용한 논문의

수는 5편이며, 이는 2012년~2014년 기간 중 혼합 연구

법을 활용한 논문 총수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발행된

‘초등수학교육’ 논문 중 혼합 연구법을 활용한 논문 5

편을 샘플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5편의 논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 2]에 제시하고 있

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법의 이론과 논리에 충실한 분

석, 수치화된 결과 제시가 아닌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적(descriptive) 결과 제시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에 대한 연구, 평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메타

분석 혹은 질적 메타분석과도 유사점이 있다. 그렇지

만 본 연구는 유사한 연구 주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관련 연구물을 포함하여 강력한 일반화 경향성

제시(양적메타분석) 하거나, 보다 확장적인 해석 가능

성 도출(질적메타분석)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메타분석과 차이가 있다.

최종 선정된 5편의 논문들 중, 양적 연구방법을 위

주로 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부수적으로 활용한 논문은

4편이며, 질적 연구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논문은 1편(연구 ②)이었다. 선정된 5편의 논문들에 대

한 분석은 각 논문들을 면밀하게 읽어 보며 특이한 점

을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5편의 연구물에 대한 기초 분석(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연구참여자 및 샘플, 분석 방법,

주요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둘째, 각 연구물들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고,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탐색하여,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석 결과는, 질적 연구 방

법론을 2015년 2학기 수강중인 석·박사 과정 1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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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검토되었

다.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대학원생들과의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들은 수학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와도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수학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활용하고자 하

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Ⅳ. 분석 결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은 교

사의 수업 실천, 교사 또는 학생의 인식, 문제 풀이 방

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수학적 지식의 특성, 수학 교육의 특수성, 교수·

학습 상황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고유한 지

식을 생성·축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최종 샘플로 선정된 5편의 논문을 세심하게 읽어 가면

서 그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분석 대상인

5편의 논문들은 모두 학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

하고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들의

관점은 질적 연구방법 적용에 있어, 방법론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연구의 결과 전체를 부정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신뢰받을 만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질

적 연구 방법론의 정교화를 위해, 본 연구와 같은 논

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5편의 논문에 대한 기초 분석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연구참

여자 및 샘플, 분석 방법, 주요 연구결과) 결과를 아래

[표 3]과 같이 제시한다.

[표 3]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편의 논문

들은 질적 연구법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만으로는 성

취할 수 없는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맥락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기초 분석을 토대로, 5편의 논문에서 나

타난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 양상에 관한 심층적인 분

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개별 논문별로 논의하

고자 한다.

1. 연구 ①관련

연구 ①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유형의 문제(잘 구조, 구조, 비구조)를 풀이하는 데 있

어, 비례식 알고리듬과 그 외 전략을 활용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정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연구 ①에서는, 양적 분석으로 3가지 유형의 문제

에 대처하는 154명 학생들이 활용한 전략의 빈도를 수

치화하여 나타내었고, 일관된 전략을 활용한 2명의 학

생들을 선정하여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질

적으로 조사하였다. 즉, 연구 ①은 양적 연구로 학생들

의 전반전인 반응 경향을 수치화하여 조사하고, 문제

풀이에 적용한 학생들의 실제 전략 양상의 특성을 질

적 연구로 밝히고자 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한 연구 샘플링의 근거는 전체 154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잘 구조화된 문제

8문항, 구조화된 문제 1문항, 비구조화된 문제 1문항)

결과에 두고 있다. 연구 ①에서는 최종적으로 2명의

학생을 질적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문제와 비-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식 알고리듬 해법

을 일관되게 사용한 학생과 그 외의 전략을 사용한 학

생들 중 무선으로 2명씩 총 4명을 선정한 후, 담임의

조언을 받아 비교적 표현력이 우수한 학생 1명씩을 추

천받아 참여에 동의한 학생 2명을 최종 사례로 선정하

였다(p. 65).”

위와 같은 샘플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잠재적 샘플 4명에서 최종 샘플 2명으로

수렴하는 과정의 논리가 미흡하다. 연구 ①에서는 양

적조사 결과에 기초한 준거(criterion)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준거 샘플링은 프로그램의 질

관리 연구에 많이 활용되며, 이 샘플링의 논리는 미리

설정된 특정 준거에 부합하는 모든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있다(Miles & Huberman, 1994; Onwuegbuzie

& Leech, 2007, Patton, 2002). 그렇지만, 많은 수의 샘

플들을 모두 살펴 볼 수 없다면, 논리적인 근거에 의

하여 잠재적 샘플군을 구성하고 각 샘플군에서 랜덤으

로 최종 샘플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의 연구에

서는 잠재적 샘플군을 2군(비례식 알고리듬 활용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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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연구 목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샘플

분석

방법
주요 연구결과

①

⦁구조화 정도가 다른 수학
문제 해결에 사용된 전략

변화 양상?

⦁비례식 알고리듬 사용 여
부에 따른 학생의 문제해결

특성?

⦁양적+질적
-K시 초등 6학년

154명(설문조사)

-2명(관찰, 면담)

⦁비례식 알고리듬

을 일관되게 사용

한, 그 외 전략 사

용한 학생 중 무선

으로 4명 선정 후,

담임 추천으로 최

종 2명 선정

⦁ 분 석 틀

활용: 지필

풀이 설명

(직접번역 ,

문제모델접

근), 면담분

석틀

⦁구조화가 낮은 문제 에서

는 곱셈 전략의 사용빈도가

증가, 비례식 알고리듬 전략

사용 빈도는 감소함.

⦁비와 비례의 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은 비례식 알고리

듬 전략을 사용해 문제를

성공적 해결함.

②

⦁반성군 문제에 대한 초등
영재 학생들의 반응과 인식

을 탐구함

⦁양적+질적
-설문조사(32명)

-집단면담(15명)

⦁충남 소재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6

학년 영재 15명

⦁면담내용
분석: 문제

풀이 유형,

반응 이유

범주화

⦁반성군 문제에 대한 영재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반성

군 문제가 어려운 이유, 재

미있는 이유, 협동학습에 도

움이 되는 점 등을 밝힘.

③

⦁비와 비율 학습에서 나타
나는 초등학생들의 인식론

적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원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지

도 방안을 제시함.

⦁양적+질적
-설문조사(5개 초등

학교 5학년 138명)

-학생 3명 면담

⦁지속적 오류를

보인 A학교 학생 3

명

⦁NA

⦁장애 유형을 용어 학습,

계산, 기호·표현과 관련된

장애로 분류함.

⦁각 유형에 따른 원임을

밝힘

⦁각 유형에 따른 지도방안

을 제시함.

④

⦁분수와 연산의 크기 비교
에서 맥락 문제의 비맥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

도와 해결 방법을 비교·분

석함.

⦁양적+질적
-두 개의 검사지

활용 (한 학교 6학

년 193명)

-심층면담(9명)

⦁두 검사지 간의

해결 방법에서 차

이를 보이는 9명

⦁면담내용
분석: 문제

풀이 유형

범주화

⦁맥락 문제와 비맥락 문제

에 대한 성취도와 해결방법

의 차이 보임.

- 비맥락 문제 해결(알고리

듬), 맥락 문제(다양한 방법)

⑤

⦁문장제에 기반한 수학적

모델링 학습이 문장제 해결

행동, 문장제 해결에서 실

생활 경험을 활용하는 능

력, 문장제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양적+질적
-3개의 검사지 활

용: H 초등학교 5

학년 2학급(실험집

단 30명, 통제집단

29명)

-수업관찰

-학생 3명 면담

⦁문장제 해결 행

동 유형을 분석하

기 어려운 학생들

(3명)

⦁NA

⦁수학적 모델링 학습은 직

접번역 접근(DTA) 대

신에 의미기반 접근(MBA)

으로 문장제 해결 행동에

효과적임

⦁실생활을 고려하는 태도

에 문장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3]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한 5편의 논문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Table 3] Basic analysis results about 5 papers using mixed research methods

외 전략 활용자)으로 구성하고, 각 군에서 랜덤으로 2

명씩 선발하여 4명의 잠재적 샘플을 선정하였다. 그런

데 ‘표현력’이라는 준거로 ‘담임의 추천’을 받아, 잠재적

샘플 4명중에서 최종 샘플 2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논

리성이 떨어진다.

둘째, 최종 선정된 A학생과 B학생은 동등한 비교가

어려운 구조이다. B학생은 3가지 유형의 문제 모두에

비례식 알고리듬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모조리 정답을

맞힌 학생이다. 반면, A학생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제

외한 2가지 유형에서 모두 그 외 전략을 활용하여, 비

구조화된 문제에서는 정답을 맞혔지만, 구조화된 문제

에서는 오답을 제시하였다(잘 구조화된 8문항 중 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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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전략
잘-구조 문제 8문항 구조화 문제 1문항 비구조 문제 1문항

비례식 알고리듬 정답자의 85%, n=860/8 정답자의 27.1%, n=26 정답자의 7.1%, n=7

그 외(곱셈...) 정답자의 15%, n=151/8 정답자의 73.1%,, n=128 정답자의 80.7%, n=50

[표 4] 연구 ①의 잠재적 샘플

[Table 4] Potential sample of 1st paper

항 정답). 전체 154명 중 구조화된 문제에서 비례식 알

고리듬으로 정답을 맞힌 학생 수는 25명이며, 그 외

전략으로 정답을 맞힌 학생 수는 97명이다. A학생과

B학생만을 샘플로 정한 경우에는, 그 외 전략을 활용

하였지만, 구조화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97명의

양상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즉, 비례식 알고리듬 활

용자와 그 외 전략 활용자 간의 균형 있는 비교가 어

렵게 된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제약으로 단 2명의 학

생들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 서로 구분되는 전략

을 일관되게 활용하였지만,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

된 문제 모두에서 정답을 제시한 2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여 보면, ①의 연구에서는 양적 조

사에 근거하여 샘플링의 준거를 상정하였으나, 그 준

거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는 질적 연구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거 샘플링, 유층 의도적 샘플링, 램덤 의도적 샘플링,

전형적 샘플링을 혼합한 다음과 같은 샘플링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3가지 유형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들이 활용한 전략에 따른 해결 과정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일관된 전략 활용이라는 준거를

적용하여(준거 샘플링), 3가지 문제 유형과 이에 대처

한 구분되는 전략을 각각 세로 열과 가로 열에 두고

동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유층으로 분류하여, 각 유층

으로부터 샘플을 랜덤으로 선정할 수 있다(유층 의도

적 샘플링 + 랜덤 의도적 샘플링). 또는 각 유층에서

평균적인 속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최종 샘플을 선정하

는 것도 가능하다(유층 의도적 샘플링 + 전형적 샘플

링). 양적 조사에 참여한 전체 154명의 학생 수를 고려

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6개의 셀이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유층

으로부터 일관된 전략을 활용한 2명을 랜덤으로 선정

한다면, 총 12명의 샘플이 나올 수 있다. 또는 잘 구조

화된 8개 문항의 변별도가 가장 낮음(정답률 82.6%)을

감안하여, 나머지 4개 유층으로부터 평균적인 속성을

지니며 일관된 전략을 활용한 학생들 각 2명씩 선정하

여, 총 8명을 최종 샘플로 구성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연구자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면, 구조

화 문제와 비구조화 문제에 대하여 비례식 알고리듬을

활용한 2명과 그 외 전략을 활용한 2명을 선정하여,

최종 샘플을 4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연구 ①의 경

우,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 샘플은 구조화

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 모두에 상반된 전략을 일

관되게 활용하였으나, 정답을 맞힌 2명이라 하겠다.

2. 연구 ②관련

연구 ②에서는 충남소재 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반성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②에서는 2개의 반성군 문제에 대한 15명 학생들

의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과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수업

수학 문항과 반성군 문항의 차이, 영재수업 수학 문항

과 반성군 문항의 차이, 반성군 문항의 난이도, 반성군

문항 풀이의 흥미도, 반성군 문항을 협동학습으로 풀

때 좋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집단면담을 통

하여, 반성군 문항 풀이가 어려운 이유, 반성군 문항

풀이가 재미있는 이유, 반성군 문항을 협동학습으로

풀 때 좋은 이유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②

는, 분석 대상 5편의 논문 중 유일하게 질적-양적-질

적 순으로 이어지는 연구 절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 ②는 혼합 연구법을 적용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지만,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우 간단한 설문

조사(5개 문항, 3점 척도)를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질

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

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증진을 위하여,

질적 접근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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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②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15명의 학생들을 직접

수업시간에 지도(전체 4차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나,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연구자 자신의 수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러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지도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는 데에 따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당화

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서로 알

고 있다는 관계성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위계

성이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를 명확하게 제시

할 것이 요구된다(Miles & Huberman, 1994;

Onwuegbuzie & Leech, 2007, Patton, 2015).

둘째, 질적 연구는 소수자의 의견도 간과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 전체를 포착하고, 이를 몇

몇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연구 ②에서는 설문조사와 이어지는 집단면담을

통하여, 반성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난이도, 흥

미도, 협동학습으로 풀 때의 좋은 이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반성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경향성을 3가지 유형(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

적)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질적 연구에서는 왜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나

는가에 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집단

면담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에 속하는 반

응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비록 소

수이지만, 반성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해당

하는 이유를 집단면담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성군 문제가 쉽다고 응답한 25%의 학생,

재미없다고 응답한 9%의 학생, 협동학습으로 풀 때 좋

지 않았다고 응답한 1%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

사에서 나타났다.2) 그러나 집단면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두고 그 이유를 수합하였다. 질적 연

구에서 “예외적인 반응들”은 경쟁적인 해석 자원 또는

생성된 패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자원이므

로, 소수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

2) 연구 ②에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15명

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반응한 응답자수의 합

계가 일관되게 32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루어진다(Patton, 2002, p. 239). 즉, 양적 연구와는 달

리, 질적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성과 상치하는 예

외적인 의견들도 신중하게 탐색되어야 한다(Miles &

Huberman, 1994; Onwuegbuzie & Leech, 2007,

Patton, 2015).

셋째, 집단면담을 통하여 밝혀진 이유들(반성군 문

제가 왜 어려운지, 왜 재미있지, 왜 협동학습으로 풀

때 좋은지)은 154~156쪽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

의 이유를 몇몇 유형으로 분류하여 직접 인용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

게 한다. 비록, 3가지 질문들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의

견을 직접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지만(각각 18개, 25개,

20개 직접 인용), 인용문은 집단면담을 통하여 얻는 결

과라기보다는 개방형 설문지의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집단면담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 간의 지속적인 질의·응답,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

사적인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도록 유도하는 체험적인 질문 등의 과정을 생략하

고, 단지 일회성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

합하여 인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Miles &

Huberman, 1994; Patton, 2015).

3. 연구 ③과 연구 ⑤관련

연구 ③과 연구 ⑤는 양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하고

질적 연구를 추가한 혼합 연구이며,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연구 ③에서는 맥

락 문제와 비맥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해

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138명을 대상으로 양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

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 중 A

초등학교의 3명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p. 163)”

라고 기술하고 있다. 연구결과 부분에서도 “본 검사 및

면담 내용의 문항별 분석(p. 163)”이라는 표현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정작 3명 학생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직접 인용과 분석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연구 ⑤의

경우도, 교사 2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고 본문에 제시하고 있으나(“문장제 해결 행

동 유형을 분석하기 어려운 학생들(3명)에 대해서 방

과 후에 교과연구실에서 연구자가 인터뷰를 실시하

여”p. 121), 교사나 학생들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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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인용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해당 연

구들이 검사 도구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였으나 그

결과를 논문에 포함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도, 현재 우리의 연구 맥락에서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 양상을 나타내는 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합 연구에서도 활용한 관찰법은 그 목적과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 ⑤에서는 “수업 중에 연구자는 수업을 관찰하고

촬영을 실시하였다(p. 121).”라고 진술하여 연구자가

관찰법을 활용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 ⑤의 4장

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 양적 검사 결과를 124~126쪽에

걸쳐 연구 문제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26쪽 하단에서부터 128쪽에 걸쳐 수업 관찰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장 조금 넘는 분량을 할애하

여 제시된 수업 관찰 분석 부분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실제 수업 상황(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질문과 반

응이 오갔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 하였는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직접 인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구 ⑤의 수업 관

찰 분석 부분에서는 TLU 수학적 모델링 학습법의 문

장제 유형과 구성, 각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바를 학

자들(Verschaffel 외 2002; Palm, 2007; Depaepe 외

2010; Mousoulides, Christou, & Sriraman, 2008)의 이

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교

사나 학생들이 실제로 행한 바는 직접 인용 없이, 연

구자의 간략한 요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일하게 직

접 인용한 부분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던진 질문의 목

록(‘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어

떤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교과서의 문

제와 무엇이 다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웠던 점

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무시했던 점은 무엇인가’, ‘실생활

경험이나 지식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이

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연구 ⑤에서 활용한 관찰법은, 질적 관찰법

의 목적과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실행되었음을 살

펴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관찰의 목적과 관찰 자료

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질적 연구의 관찰

자료는 사람들의 활동, 행위, 행동,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조직의 활동 과정 전반에 관한 상세한 기

술(description)로 구성된다. 관찰의 주된 목적은 연구

현장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는 관찰 자

료는 반드시 깊고 상세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찰 자료

는 독자들이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 낳는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적(descriptive)이어야 한다.

관찰자의 기록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정확하게 서술되

어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상황·사건·행위 등에 관한 관찰 자료를 상세하고 정확

하게 기술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Maxwell, 1992). 이상적인 관

찰은 맥락,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중요한

상호작용 등을 포착하고, 관찰한 활동에 관여한 사람

들과의 대화를 수반한다. 관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거는, 그 관찰이 독자

들을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연구 현장을 이해

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가이다(Miles &

Huberman, 1994; Patton, 2015).

4. 연구 ④관련

연구 ④에서는 분수와 연산의 크기 비교에서 맥락

문제의 비맥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해결

방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④는 맥락 및 비

맥락 문제를 각각 7문항으로 구성한 검사도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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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반응을 조사하였다.3) 이러한 양적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질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질

적 연구의 비중이 컸던 연구 ②를 제외한 그 외 4편의

연구(①, ③, ④, ⑤) 모두는 양적 접근을 먼저하고, 양

적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면담 대상을 선정하여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질적 샘플링 선정의 문제성은 연구 ④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연구 ④에서는 면담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3) 질적 연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나, 연구자가 소속

된 기관, 연구자 자신의 수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

구설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본문 10쪽 연구 ②의 분

석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아울러,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 학교 이름을 표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연구 대상 학교에 익명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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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검사지 간에 해결 방법에 차이를 보인 학생들을

임의로 추출하였고, 면담에 응하기로 허락한 학생 9명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p. 22).”라고 명

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전체 193

명의 학생 중 두 검사지 간에 해결 방법 차이를 보인

학생이 총 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그 중 몇 명

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가를 알 수 없다. 또한 연구

④의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담한 9명 중 2명은

비맥락 7문항에서는 모두 정답을 맞혔으나(전체 평균

정답률 96.15%), 맥락 7문항은 모두 틀린 학생들이다

(전체 평균 정답률 56.66%). 2명이 학생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요약하여 간접인용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면담 결과, 2학생 모두 비맥락 문제와 같이 기호나 수식

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맥락

문제와 같이 문장제로 제시되면 문제 이해에 어려움이 있

고, 이런 형식의 문제를 접해 볼 기회가 적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p. 223).

위의 예시와 같이, 2명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 결과

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질적 연구에서

는 친절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내면에 근접하고자 하며, 연구 참여자가 말

한 그대로를 직접 인용한다(Miles & Huberman, 1994;

Patton, 2015). 직접인용 방식으로 제시될 때, 외부 검

토자나 독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실제 언어 활용 양상,

개인적 의미, 감정 등을 보다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인용 없이 요약하여 면담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의

견을 포착하고 분석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

자료 해석에 대한 신실성(trustworthiness)을 위축시키

게 된다.

나머지 7명의 학생들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는 주

로 문제 풀이에 방식에 대한 간략한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되었다(일부는 간접인용). 학생들과의 면담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인용문에서는 심층적인 분

석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정보를 수합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4) 이는 면대면 상태에서만 가능한 지속적인

4) 동일한 문제가 연구 ②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를 11쪽에 설

명하였음.

질의․응답으로 면담자의 내면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

는 증거를 인용문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단순한 면담 자료는, 기술적 요약 수준을

넘어서는 이론적․분석적 해석을 용이하지 않게 하고

있다.

연구 ④에서는 맥락형 문제 4문항(동분모 분수 뺄

셈, 분수 크기 비교, 분수 곱셈, 분수 나눗셈)에 관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지 7개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

는 학생들의 문제 풀이 과정상의 특성을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사료된다. 그런데 직접 인

용된 문제 해결지 3개는 어느 학생의 것인지를 표시하

지 않고 있다. 즉, 해당 학생과 문제 풀이의 예를 함께

명시한 경우(A와 B학생의 맥락 분수 크기 문제 해결

예, C학생의 맥락 분수 곱셈 해결의 예, D학생의 맥락

분수 나눗셈 해결의 예)는, 개별 학생들의 문제풀이 특

성을 가늠해 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명을

생략하여 제시된 나머지 3개 예는 이러한 시도를 불가

능하게 하고 있다.

5. 그 외 사항

분석 대상 5편의 논문들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들이 질적 연구를 적용한 부분에서 사용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단지, 용어상의 문제이므

로 중요하지 않게 볼 수도 있으나, 부적절한 용어 활

용은 연구자의 훈련과정이 양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는 근거 또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 방법

에 익숙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해석될 수 있

다. 이를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a. “셋째, (중략)... 피험자의 비와 비례에 대한 개념적 이해

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①, p. 66)”

- 피험자라는 용어는 질적 연구에서는 부적합하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이 동등한 관계성을 강조

하므로, 주로 연구 참여자라고 지칭한다.

b. “두 검사지 간에 해결 방법에 차이를 보인 학생들을 임

의로 추출하였고(④, p. 22)”

- 추출이라는 용어는 양적 연구에서는 친근할 수 있지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추출한다는 표현은 매우 어

색하고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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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넷째, 문제들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①, p. 66)”.

- 연구 ①에서는 면담자료 분석 중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

여, 따로 날짜를 잡아 추가면담(2차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1차 면담 중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음

을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수학교육관련 혼합 연구에서 실제로 질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몇몇 혼합 연구물에 대한 분석 연구들이

양적인 결과물만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질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대

상으로 선정된 5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혼합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이 연구 목

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였다.

먼저,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설계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은 연구 결과

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5편의 분석 대상 논문 모두는

위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지만, 단지 그러한

관계성 설정 자체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적용된 질적 연구 방법의 타당성 확보의 관건

은 연구자가 샘플링 선정에서부터,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여 풍부한 자

료를 수집하고 이론 또는 분석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탄탄한 분석틀에 의하여 엄정한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은 아래 3가지 사항에 의하여 지지된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요구된다. 5편의 연구물에서는 연구에 목적

에 부합하는 철저한 질적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샘플링 기법은 연구 참여자

선정뿐만 아니라, 수집과정과 분석단계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즉, 질적 연구의 샘

플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핵심 정보 제공자를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자료 포화 상태에 이르는 충분

한 현장 조사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과정에

서 나타난 주요 개념들을 기존 또는 새로운 연구 참여

자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는 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누구를 연구에 배제하였으며, 무엇을

알 수 없었는가에 등과 같은 반성을 수반하여야 한다.

둘째, 5편의 연구물 모두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상세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질적 결과물

은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고 통

계 자료에 그들의 얼굴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따

라서 질적 결과물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지속적인 질의·응답,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사적인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

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체험적인 질

문 등을 던져 풍부한 면담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집된 면담 자료는 연구자의 이론

적․분석적 해석이 불가능한 단순한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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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qualitative research is applied to mixed method 
research and thereby to gain an insight to suggest reasonable ways of employing qualitative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intended goal of research, especially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carefully selects and analyzes 5 article that used mixed method and were published by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Journal in 2012. 

Unlike those a few previous studied on mixed method that focused on producing general trend by 
simply show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what the frequence of used research topic, content, methods 
combination, quantitative methods, and qualitative methods, this study provides detailed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on mixed studies. 

In sum, this study concludes with practical and in-depth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validity of 
mixed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mathematic of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