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언어, 언어교육,
언어발달에서의
질적 연구

2019
▣ 일시: 2019년 4월 27일(토)
▣ 장소: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아트센터, 301관) (후문 옆)
▣ 주최: 한국질적탐구학회
▣ 후원: 중앙대학교, (주)아카데미프레스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연구자님께
질적 연구는 철학에 기초하여 진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철학의 흐름에 따른 연구방
법론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과 분석으로 표상되는 현대철학에서 후자를 대표하는 언어 철
학의 경우 전자를 대표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활동이 매우 빈약합
니다. 질적 연구에서 언어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질적탐구학회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져왔
고, 본격적인 논의의 장 형성을 2019년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춘계학술대회의 주
제를『언어, 언어교육, 언어발달에서의 질적 연구』
로 하고, 언어 철학, 언어 학문 영역과 함께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2019년 4월 27일(토)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언
어적 전회와 담론분석방법의 출현과 변화』
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는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생성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교과교육에
서의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음악을 활용한 초언어적 표현과 소통, 특수교육에서의 언어적
삶, 언어교육 정책과 담론분석, 대학문화와 다양성, 현상학, 인권 담론, 상담 분야의 자문화기술
지, 질적연구에서의 심층면담, 삶의 담론 생애사 등 12개 분과 발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한국의 지역적 경험과 현장자료를 가지고 SSCI를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논
문을 게재한 경험자들과 함께 실제적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기획세션 1 “차이(difference),
백색신화(White Mythologies), 그리고 되받아치는 탈식민적 질적연구(Empire Writes back)”, Karen Dooley(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함께 언어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과 방법
을 위해 마련한 기획세션 2 “Where to next? And Why?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in language
education(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왜인가?: 언어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저자와의 대화
“화로정담”, 질적 연구방법론(비판적 언어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 미디어 담론분석 연구방법,
내러티브 면담에 기초한 모래이야기 상담 과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 대
한 연구자님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장 전 영 국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위원장 허 창 수

      비서구권 최초

사전 특별 워크숍

     한국형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곁에

파랑새 2.0을

다가왔습니다.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워크숍 안내
방대한 질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연구자!
전사와 동시에 코딩이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
외국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소요되었던 엄청난 시간과 노력!
질적 연구가 어려워 망설였던 질적 연구 입문자!
이제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랑새 2.0으로 질적 연구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십시오.
프로그램 습득의 시간 효율성!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전사, 코딩, 주제 생성으로 이어지는 질적 연구 방법의 자연스런 체득이 이루어집니다!
1. 워크숍 세션
세션1. CAQDAS 동향소개와 필요성: 이현철
세션2. 자료분석 방법: 민성은/정상원
세션3. 파랑새 실습: 오영범
2. 주요 내용
1. 세계 주요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어의 동향과 발전과정
2. 질적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질적자료 분석의 개념과 코딩 전략
3.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 ‘파랑새 2.0’기능 익히기
4. 웹 기반 ‘파랑새 2.0’을 통한 자료입력 및 전사, 코딩, 주제 생성
5. 오디오 파일 불러오기를 통한 실시간 전사 작업
6. 파랑새 2.0만의 차별적 기능: 분석적 메모, 코드북, 편리한 카테고리 생성
7. 파랑새를 활용한 질적연구논문 작성하기
3. 강사
이현철(고신대학교 교수), 오영범(합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상원(진주교육대학교 강사)
4. 등록 안내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13:00 ~ 17:00
장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R&D센터(102관) 520호 (정문 앞)
참가 비용: 9만원(사전등록 선착순 40명 마감)
  [교재:
『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오영범·이현철·정상원 공저) 제공]
입금 계좌: 농협 302-0917-2240-41 전영국(한국질적탐구학회)
준비물: 개인 노트북
※ 사전 워크숍은 학술대회 등록과 별도입니다.

2019.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2019년 4월 27일(토) 시간: 09:00 ~ 19:40

1. 연차학술대회 주제세션
●

언어적 전회와 담론분석방법의 출현과 변화

2. 기획세션 1
●

차이(difference), 백색신화(White Mythologies), 그리고 되받아치는 탈식민적 질적연구
(Empire Writes back)

3. 기획세션 2
●

Where to next? And Why?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in language education
(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왜인가?: 언어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동향)

4. 화로정담
●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의 마음과 깨우는 교사의 심정: 수업의 사회학적 질서 탐구

시간/장소

프로그램(안)

09:00 ~ 09:40

■ 현장 등록 (301관 B103호)

09:40 ~ 10:00

■ 개회식
●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학회장
● 축사 및 환영사 : 미정
● 내빈소개
사회: 신동일(중앙대학교)

사회: 김영천(진주교육대학교)

(301관 B103호)

(301관 B105호)

■ 주제발표: “언어적 전회와 담론분석방법의 출현과 변화”

■ 기획세션(Project Session) 1

▶ 주제 1: "권력과 지식, 담론연구의 매력과 과제”
● 발제자: 김성해 (대구대학교)

“차이(difference), 백색신화(White Mythologies), 그리고 되받
아치는 탈식민적 질적연구(Empire Writes back): 한국의 경험과
질적자료를 가지고 국제 학술지 논문 쓰기”

▶ 주제 2: “교육학 분야의 담론연구방법의 적용”
● 발제자: 
서덕희 (조선대학교)

10:00 ~ 12:00

▶ 주제 3: 언어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그리고 페어클러프 담론
연구의 이해“
● 발제자: 
신동일 (중앙대학교)

▶ 발표주제1: Elusive Image of the Other: A Postcoloni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주재홍, 진주교육대학교)
▶ 발표주제2: Supplementing Gifted Education in South Korea:
An Overview of Gifted Education Hakwons
(조재성, 진주교육대학교)
▶ 발표주제3: Shadow Education as an Emerging Focus in
Curriculum Studies (정정훈, 전남대학교)
▶ 발표주제4: Shadow Education as an Emerging Focus in Worldwide Curriculum Studies (최성호/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301관 B104호)
■ 화로정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의 마음과 깨우는 교사의 심정: 수업의 사회학적 질서 탐구 (성열관 경희대학교, 11:00 ~ 12:00)

성열관(2017).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학이시습

시간/장소
12:00 ~ 13:30

13:30 ~ 15:00
(Session A)

프로그램(안)
■ 중식 및 휴식(Lunch & Break Time)

603호

604호

605호

606호

B204호

B208호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교과교육학에서
의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경험, 이야기,
내러티브를
풀어내다>

<초언어적 표현과
소통: 음악, 음악적
관계, 그리고
음악치료사>

<언어와 삶, 그리고
특수교육>

<다문화교육과
질적연구: 다문화
아동과 언어발달>

<언어교육정책과
담론분석연구>

홍영숙
(중원대학교, 좌장)
권신영
(숙명여자대학교)
김이준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영
(숙명여자대학교)

김동민
(전주대학교, 좌장)
유예지
(익산아동발달센터)
신진희(아이들케어
상담치료센터)
서신애
(원광심리치유센터)
최시원(올리브언어
심리센터)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좌장)
서유진
(전주교육대학교)
이창근
(전주교육대학교)
홍기천
(전주교육대학교)

■ 기획세션(Project Session) 2

14:00 ~ 16:00

16: 40-19: 40
(Workshop)
(선착순 30명)

이원희
(공주대학교, 좌장)
이하영/서지원
(공주대학교)
윤숙자/임경원
(성관온누리학교)
김명희(서울
묘곡초등학교)

주재홍
(진주교육대학교,
좌장)
황상심
(남부대학교)
이다영
(진보초등학교)

김성해
(대구대학교, 좌장)
박수현
(중앙대학교)
조은혜
(중앙대학교)
유정원
(중앙대학교)

(B104호)

▶ Where to Next? And Why?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in Language Education(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왜인가?: 언어교육에
서의 질적 연구 동향)”, Karen Dooley(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통역(홍설영, 한국외국어대학교)

15:00 ~ 15:10
(Break Time)

15:10-16:40
(Session B)

임원진 회의

휴식 및 장소 이동(계속)

603호

604호

605호

606호

B204호

B208호

<Session 7>

<Session 8>

<Session 9>

<Session 10>

<Session 11>

<Session 12>

<대학문화와 다양
성 이해: 소수그룹
으로 바라보기>

<기억과 자기주도
적 학습, 자기상담
탐구를 위한 현상
학 B>

<비판적 언어로서
인권 담론>

<상담분야의 자문
화기술지 적용>

<삶에 대한 담론적
탐구>

허창수
(충남대학교, 좌장)
고권혁
(충남대학교)
여은정
(충남대학교)
김보화
(충남대학교)

김명찬
(인제대학교, 좌장)
김유정/김명찬
(인제대학교)
김수안/김명찬
(인제대학교)

<심층면담을 활용
한 질적 연구 방법
탐구>

김선영
(경남대학교. 좌장)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최미혜
(숭실대학교)

박성희
(공주대학교, 좌장)
김인옥
(공주대학교)
조은정
(단국대학교)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전영국
(순천대학교, 좌장)
임정란/전영국/
임경희(순천대학교)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장용석/전영국/
윤지현(순천대학교)

이지현
(서울여자대학교,
좌장)
임지연(전북청소년
교육연구원)
소라엘
(전주대학교)
최지엘
(전북장애인복지관)

■ 워크숍 A

■ 워크숍 B

■ 워크숍 C

■ 워크숍 D

603호

604호

605호

606호

<담론분석, 미디어 서사분석
연구방법>

<내러티브 면담을 활용한
아동의 심리 이해와 분석: 모래
이야기 면담>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신동일
(중앙대학교)

조희순
(용인송담대학교)
조재성
(진주교육대학교)

정정훈(전남대학교)
정상원(진주교육대학교)

【주제발표】 언어적 전회와 담론분석방법의 출현과 변화, 10:00 ~ 12: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성해

대구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력과 지식, 담론연구의 매력과 과제

서덕희

조선대학교/교육학과

교육학 분야의 담론연구방법의 적용

신동일

중앙대학교/영어영문과

언어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그리고 페어클러프 담론연구의 이해, 좌장

▣ 주제발표 세션 안내
언어를 질적 탐구 주제로 탐색할 때, 그리고 연구방법의 수준을 넘는 논점을 주제의식으로 제안해야 한다면,
‘linguistic turn’(언어적 전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휴머니즘, 혹은 인간 주체와 언어사상을 새롭게 문
제화한 언어학자 소쉬르부터, 비트겐쉬타인, 라깡, 알튀제, 푸코, 홀 등이 구축한 (후기)구조주의 언어관은 갈
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화주의 국면을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탁월한 연
구방법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탐구 연구방법 등과 함께, 국내 질적 연구 전
통 중에서 가장 평가절하 되고 있는, 그래서 신진연구자들이 대거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세션을 마련했습
니다. 그래서 언어적 전환으로부터 구축해야 하는 연구전통이 담벼락이 높은 기존의 학술경계선에서는 확장성
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질적탐구학회와 같은 곳이 최적의 탐색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
이며, 이번이 그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획세션 1】 “차이(difference), 백색신화(White Mythologies), 그리고 되받아치는 탈식민적 질적연구
	   (Empire Writes back): 한국의 경험과 질적자료를 가지고 국제 학술지 논문 쓰기 10:00 ~ 12:00
이름

소속/학과

발표 주제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

좌장

주재홍

진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

Elusive Image of the Other: A Postcoloni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조재성

진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

Supplementing Gifted Education in South Korea: An Overview of
Gifted Education Hakwons

정정훈

전남대학교/교육학과

Shadow Education as an Emerging Focus in Curriculum Studies

최성호/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

Shadow Education as an Emerging Focus in Worldwide Curriculum
Studies

▣ 기획세션 1 안내
이 기획 세션에서는 한국의 지역적 경험과 현장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SSCI를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이 경험을 가진 선진 연구자들로부터 그 실제적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국제화 그리고 탈식민주의 세계적 담론 속에서 그 어느 때에 비하여 탈서구적 자료들과 경험이 세계적 학술지
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질적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 영어
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성공 경험담을 들을 것입니다. 게재된 논문을 자료로 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구 심사자들을 설득하였는지 논문 쓰기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는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로정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의 마음과 깨우는 교사의 심정: 수업의 사회학적 질서 탐구, 11:00 ~ 12:00
이름
성열관

소속/학과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질적 연구방법론 관련 저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 화로정담 안내
저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학교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수와 학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학생들 개개인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 교육 영역에서는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
리고 학교 조직의 규범과 문화에 대해서 사회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행위’
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자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아이들이 왜 수업 시간에 자고, 교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수업 시간에 자는 아
이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획세션 2】 언어교육과 질적 탐구: 동향과 방법, 14:00 ~ 16:00
이름
Karen Dooley

소속/학과

발표 주제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

Where to next? And Why?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in Langua-

nology

ge Education
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왜인가?: 언어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동향

▣ 기획세션 2 안내
오늘날 질적연구가 언어교육 연구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
실이다. 이러한 학계의 인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학이나 사회학에서 질적연구를 오래 전에 인정한
것과 달리 응용언어학에서 질적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위를 얻지 못했다. 질적연구가 언어교육 연구를 위
해 타당한 접근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초기의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호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은 언어교육에서의 질적연구에 관한 비평논문들을 출간하였다. 그들은 지난 10-30년간 이루
어진 언어교육에서의 질적연구를 비평하고, 이 연구들의 현재의 지평을 그렸으며, 나아가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연구들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들을 규명하고, 언어교육과 학습에 대한 질적연구의 기
여점을 평가하여 언어교육 관련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특정 학술지에 대한
검토에서 주류 저널에 대한 검토 나아가 국내 그리고 국제 학술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이
러한 연구들의 주제는 단연 영어교육이 그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 글에서 나는 방대한 질적 언어교육 연구의
지평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언어교육에서의 질적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 질문
은 다음과 같다. 지정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인구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언어교육을
연구하는 질적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Session 1】 교과교육학에서의 자문화기술지 13:30 ~ 15:00
이름
이동성(좌장)

소속/학과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발표제목
자문화기술지 논문 지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과교육학을 중심
으로

서유진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특수교육에서의 자문화기술지 적용 사례

이창근

전주교육대학교/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에서의 자문화기술지 적용 사례

홍기천

전주교육대학교/컴퓨터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자문화기술지 적용 방안

【Session 2】 내러티브 탐구: 경험 이야기, 내러티브를 풀어내다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홍영숙

중원대학교/교양학부

좌장

권신영

숙명여자대학교/교육학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위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생활지도 전공
김이준

강미영

숙명여자대학교/교육학과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지닌 1인 기업가의 일 경험에 관한

상담·생활지도 전공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학과

진로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의 진로구성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생활지도 전공

【Session 3】 초언어적 표현과 소통: 음악, 음악적 관계, 그리고 음악치료사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동민

전주대학교/예술심리치료학과

좌장

유예지

익산아동발달센터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치료에서 음악치료사의
관계형성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신진희

아이들케어 상담치료센터

음악치료사의 목소리 사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신애

원광심리치유센터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 인턴쉽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최시원

올리브언어심리센터

중간아이로서 음악치료사 발달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Session 4】 언어와 삶, 그리고 특수교육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이원희

공주대학교/특수교육과

좌장

이하영, 서지원

공주대학교/특수교육과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생애사

윤숙자

성광온누리학교

임경원

공주대학교/특수교육과

김명희

서울묘곡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의 핵심어손짓기호체계 지도에 관한 협력적 실행연구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적용한 통합교육 실행연구

【Session 5】 다문화교육과 질적연구: 다문화 아동과 언어발달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주재홍(좌장)

진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교육: 베트남 엄마의 경험과 내러티브

황상심

남부대학교/언어치료학과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탐색

이다영

진보초등학교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질적 연구 현장 작업의 경험

【Session 6】 대학문화의 다양성 이해 : 소수그룹으로 바라보기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성해

대구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좌장

박수현

중앙대학교/영어영문과

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한 담론적 접근: 신문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조은혜

중앙대학교/영어영문과

신자유주의 교육혁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정원

중앙대학교/영어영문과

대학의 영어사용과 주체성 연구

【Session 7】 대학문화의 다양성 이해 : 소수그룹으로 바라보기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선영(좌장)

경남대학교

군 복학생들의 내재적 삶의 전환(internal transition)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신입생들의 자기대화(self-talk)

최미혜

숭실대학교

경인지역 북한이탈 대학생이 경험한 대학생활

【Session 8】 기억과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상담 탐구를 위한 현상학B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박성희

공주대학교/교육학과

좌장

김인옥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자기상담 경험과정 분석을 통한 삶의 변화과정 연구

조은정

단국대학교/교육학과 박사과정

여성 초등 학교장의 생애사적 경험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 특성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의 관점에서

【Session 9】 비판적 언어로서 인권 담론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허창수

충남대학교/교육학과

좌장

고권혁

충남대학교/교육학과

국제개발협력활동가들의 인권문제와 권력구조

여은정

충남대학교/교육학과

왼손잡이의 학교 경험에 대한 연구

김보화

충남대학교/교육학과

인권적 시각에서 살펴 본 낙태에 대하여

【Session 10】 상담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적용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명찬

인제대/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대학생 자문화기술지 지도경험

김유정, 김명찬

인제대/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질적연구의 윤리적 수행이란?: 자문화기술지를 중심으로

김수안, 김명찬

인제대/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자와 자문화기술지: 자기성찰이란 공통현상

【Session 11】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 탐구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전영국(좌장)

순천대/컴퓨터교육과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 탐구

임정란, 전영국, 임경희

순천대/교육학과, 컴퓨터교육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기표상 변화과정 탐구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호문화주의 기반 미술수업에 따른 상호문화감수성과 경험적
고찰에 대한 질적 연구: 중학교 1학년 통합학급 중심으로

장용석, 전영국, 윤지현

대하초, 순천대/컴퓨터교육과

영유아의 자연에 관한 그림 그리기 활동에 관한 탐구

【Session 12】 삶에 대한 담론적 탐구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이지현

서울여자대학교/표현예술치료학과

좌장

임지연

전북청소년연구원

여성목회자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소라엘

전주대학교/예술심리치료학과

국내 1세대 음악치료사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최지엘

전북장애인복지관

지역 사회에서 목회자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워크숍

B

미디어 담론분석 연구방법의 이해:
“얽힌 텍스트들의 형식자질과 내용분석, 그리고 사회이론의 수용”
신동일_중앙대학교 교수
신동일 교수는 글로벌인재, 졸업인증제도, 토종영어시험, 토플대란, 중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원
어민 교사, 도시민족과 도시언어현상 등의 주제로 신문, 광고, TV 미디어 담론분석을 수행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방법에 관한 단행본을 준비 중입니다. 주로 언어교육, 언어평가, 언어정책 현장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을 양적 연구방법, 교실담화분석, 내러티브탐구 연구방법 등과 결합했고, 110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여러 종류의 담론분석 연구방법 중에서 여러 편의 단행본이 번역되었고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
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페어클러프(Fairclough)(1989, 1992, 1995, 2003)의 (얽힌) 텍스트 분
석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페어클러프의 연구방법은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조차 텍스트 지향성이 무시된 채
인상주의적 해석에 의존하거나, 푸코나 폐슈의 연구방법 등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시적 텍스
트분석이 거시적 사회정치이론과 결합되어 있어 실제 연구로 실행시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담론(분석)과
이데올로기(분석)를 구분조차 하지 않는 경향도 발견됩니다.
본 워크샵은 그러한 풍조를 숙지하면서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실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참여자들은 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의 틀에서 (언어학적 배경이 없더
라도) 특정 텍스트의 선택/배제를 기술할 수 있는 어휘, 구문, 결속장치 단위의 경험적(유사어, 은유, 타동성
등), 관계적(호칭, 서법, 양태 등), 표현적(전경화/배경화, 정보구조 등)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예시
자료로부터 학습합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입장을 갖고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텍스트의 속성을 연구논문에
어떻게 옮겨 적을지 학습합니다. 둘째, 얽힌 텍스트들(상호텍스트성)이 특정 장르, 스타일, 핵심적인 프레임으
로부터 어떻게 매개되어 있고, 구조적인 효과로 유도되는지 예시 자료를 통해 학습합니다. 셋째, 텍스트의 배
치가 사회구조, 담론질서, 혹은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부터 매개된다는 논점을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단일언
어주의 등의 예시로부터, (탈/재)접합과 담론경쟁의 관점에서 학습할 것입니다.
워크샵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져온 미디어 텍스트(예: 신문 사설이나 광고 일부) 등의 자료로부터 워
크샵의 진행 절차에 따라 범주별 분석을 실습합니다. 본 워크샵은 (얽힌) 텍스트들의 기술과 해석 단계에 비중
을 둘 것이며 사회정치이론의 적용과 이데올로기/헤게모니의 설명 단계는 예시 자료만으로 제한적으로 설명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언어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실제 세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
되는 일련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실례를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워크샵은 이론적 논의보다 텍스트 분석의 실행적 측면과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전략과 기획에 비중을
둘 것이며 이론적 토대가 궁금하신 분은 ‘질적탐구’ 4권 3호에 실린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샵 후에 이론적 토대나 개별적인 연구주제의 탐색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C

내러티브 면담에 기초한 모래이야기상담 과정 실습

조희순_한국예방심리상담협회 회장
조희순 회장은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질적탐구학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
녀는 유아교육 및 상담심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모래놀이기법을 심화시켜 모래이야기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심층면담 기법으로서의 모래이야기면담에 대한 방법
적 탐구(2018)』
, 저서로는『정신건강론(2017)』
『모래놀이상담(2016)』
,
등이 있다.

조재성_진주교육대학교 강사
조재성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
하고 있다. 그는 질적연구방법과 실행연구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수업과 평
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질적연구 아틀라스(2019)』
『실행연구:
,
이론
과 방법(2016)』
이 있다.

이 워크숍은 모래이야기상담이라는 상담 분야의 새로운 기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질적연구방법론의 심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러티브 면담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면담과 모래이야기상담
의 철학적인 기반과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모래이야기상담의 구체적인 특징과 단계를 제시할 것입니다. 마
지막으로는 실제 모래이야기상담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전공분야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내러티브 면담의 이해
2. 모래이야기상담의 철학적 배경 및 근거
●

분석심리학, 긍정심리학, 예방상담이론

3. 모래이야기상담의 특징 및 단계
4. 모래이야기상담의 실제
●

2인 1조 실습

●

풍경구성법

●

찰흙 피규어 제작 및 모래놀이

●

내러티브 구성 및 해석

워크숍

D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정정훈
정정훈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육과정이론, 질적
연구, 학습문화연구, 현장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The Concept of Care in Curriculum Studies》
(2016, Routledge)의 저자이며, 진주교육대학교 김영천 교수와의 공저《Shadow Education as
Worldwide Curriculum Studies》(Palgrave Macmillan)가 2019년 출간 예정이다. 이외 교육과정이론,
질적연구, 탈식민연구 관련 다수의 한글과 영어논문을 출간하였다.

정상원
정상원은 경북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박사학위를 받았다.《질적연구방법론Ⅴ: Data Analysis》
(2017, 아
카데미프레스),《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 소프트웨어》
(2016, 아카데미프레스)의 공저자이며,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육과정이론, 질적 연구방법론, 현상학적 질적연
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김영천/정상원/조재성의《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에 기초하여 질적연구 계획
과 실행 그리고 논문작성에 이르는 연구의 전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연구 강
의를 수강하고 질적연구 서적을 읽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럼, 나의 질적연구를 어떻게 수행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많은 질적연구 개론서와 방법론 서적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천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이 워크숍은
원론적으로 질적연구의 모형이나 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각 연구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명료하게 안내하고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이 워크숍을 통
해 참여자들은 저자와 강사들이 가진 질적연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연구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 나의 질적연구 패러다임 공부하기

7. 연구윤리 실천하기

2. 연구논문 계획서 작성하기

8. 현장작업 실천 노하우 유념하기

3. 제 1장 연구문제 진술하기

9. 현장의 문서들 수집과 활용하기

4. 목적 표집/사례 선정하기

10. 자료분석방법 설명하기

5. 심층면담 가이드 개발하기

11. 연구결과의 타당도 설명하기

6. 제 3장 연구방법 잘 쓰기

12. 연구 텍스트를 질적으로 마감하기

워크숍 참여자는 교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당일 현장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신간 안내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김영천 | 정상원 | 조재성 지음
2019 | 400쪽 | 28,000원
ISBN 979-11-964756-4-2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의 수행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의 수행

전영국 지음
2019 | 000쪽 | 00,000원
ISBN 979-11-964756-4-2

<근간 예정>

Shadow Education
as Worldwide Curriculum Studies
김영천 | 정정훈 지음
2019 | 212쪽 | 00,000원
ISBN 978-3030039813

❀ 학술대회 참가 등록
사전등록 마감은 4월 19일(금)입니다.
기한에 맞추어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 학생 및 일반인 구분 없이 아래 등록비 참고
■ 입금 계좌 : 농협 302-0917-2240-41 전영국(한국질적탐구학회)

내용 비용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학술대회 참가

25,000원

30,000원

워크숍 참가 (택1)
● 비판언어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A)
● 미디어 담론분석 연구방법(B)
● 내러티브 면담에 기초한 모래이야기상담 과정 실습(C)
●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D)

45,000원

50,000원

학술대회 + 워크숍 참가의 경우

60,000원

70,000원

사전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4월 19일까지).
1. 한국질적탐구학회 홈페이지(kaqi.or.kr) 온라인 가입 후
학술행사-사전등록을 누르고 신청합니다.
2. 사전 등록비를 입금해주세요.

한국질적탐구학회
주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203호(사무국)
Tel.: 총무간사 안정은(010-4690-9539)
E-mail: kaqi2014@naver.com
URL: http://www.kaqi.or.kr

❀ 학술행사장
중앙문화예술관(아트센터, 301관) (후문 옆)

중앙문화예술관
아트센타 301관
(후문 옆)

중앙대학교 가시는 방법

7호선 상도역(중앙대앞) :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9호선 흑석역(중앙대입구역) : 3, 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지선버스 5511(서울대 → 중앙대), 5517(서울대 → 중앙대), 5524(신림8동 → 중대입구),

5529(삼막사사거리 → 중앙대), 6411(구로동 → 개포동)
간선버스 151(우이동 → 중앙대), 360(송파 → 여의도), 361(고덕동 → 영등포), 362(오금동 → 여의도),

363(송파 → 여의도),640(신월동 → 삼성역), 642(방화동 → 고속터미널), 452(송파 → 중앙대병원)
광역버스 9408(분당 → 영등포)
마을버스 동작01(달마사 → 수산시장), 동작10(신동아아파트 → 절고개)
공항버스 600(잠실 → 인천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