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확산과 공유

일시 2016년 4월 23일(토)
장소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스포츠과학관 및 체육교육관
주최 한국질적탐구학회
후원 연세대학교

한국질적탐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연구자님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맞이하여 한국질적탐구학회의 두 번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
쁩니다. 메마른 나뭇가지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경이로움을 선사하듯이, 한국질적탐구학회가 개
최하는 춘계학술대회는 우리학회의 회원들과 국내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뿌듯함과 반가움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사반세기 동안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야흐로 질적 연구방법은 양
적 연구방법과 어깨를 견주면서 학술지 및 석 · 박사 학위 논문에서의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하여, 여러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만남의 기회가 흔
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방법을 공
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질적탐구학회가 주최하고, 연세대가 후원하는 춘계학술대회는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
이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는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확산과 공유』입니다. 회원님 및 연구
자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세 개의 기조강연(마케팅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스포츠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여섯 개의 분과 학문별 세션(질적 자료 분석, 상담심
리치료와 질적 연구, 게이/레즈비언/트랜스 젠더와 질적 연구, 종교교육과 질적 연구, 예술기반치료와 질적
연구, 간호 및 보건과 질적 연구)과 특별기획 세션(저자와의 만남: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생애사 연
구』), 그리고 네 개의 워크숍(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파랑새 2.0, 내러티브 탐구, 자서전적 연구, 실행연
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3.
한국질적탐구학회장 전 영 국
한국질적탐구학회학술위원장 이 동 성

워크숍

A

파랑새 2.0을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2015년 비서구권 최초로 개발된 질적자료분석 소트프웨어
인 ‘파랑새1.0’이 2016년을 맞아 1년 만에 ‘파랑새2.0’으
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국내의 많은 대학원생들과 교
수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파랑새 프로그램이 더 강력하고
정교해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크숍 세션
세션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해[30분]
세션 2. 탐구기술로서 분석 그리고 분석적 귀납의 개념[30분]
세선 3. 질적 코딩의 다양한 종류들과 그 개념화 방법들[60분]
세선 4. 파랑새 2.0 실제 연습과 적용[120분]

주요 내용
1. Nvivo, ATLAS.ti, MAXQDA, The Ethnograph 등 세계 주요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의 동향과 발전 과정
2. 질적 연구를 위한 질적자료분석의 다양한 코딩 방법과 연습
3. 한국형 질적자료분석 소트프웨어 ‘파랑새2.0’ 기능 익히기
4. 웹 기반 ‘파랑새2.0’을 통한 자료입력 및 전사, 코딩, 주제 생성
5. 오디오 파일 불러오기를 통한 실시간 전사 작업
6. ‘파랑새2.0’만의 차별적 기능: 분석적 메모, 코드북, 편리한 카테고리 생성
7. ‘파랑새2.0’을 활용한 질적 연구 논문 작성하기

워크숍 강사
이현철(고신대학교 교수) | 오영범(부산대학교 강사) | 정상원(진주교육대학교 강사) | 조재성(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일시: 2016년 4월 22일(금) 14:00~18:00
장소: 스포츠과학관 315호
비용: 8만원(농협: 302-0917-2240-41 전영국(한국질적탐구학회))
준비물: 개인 노트북
(선착순 40명)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16년 4월 23일(토)

|

시간 09:00~19:40

시간

프로그램(안)

장소

09:00~09:40

현장 등록

09:40~10:00

개회식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학회 회장(순천대 전영국 교수)
•축사 및 환영사 : 한준상 명예교수(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장)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
관 중강당
(302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확산

10:00~12:00
(Keynote
Speech)

사회

기조강연 1: 스포츠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 발제자: 최의창 교수(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
관 중강당
(302호)

기조강연 2: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 발제자: 박승민 교수(숭실대학교)

이현주
(이화여대)

기조강연 3: 마케팅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 발제자: 이수현 교수(동국대학교)

12:00~13:30

13:30~15:00
(Session A)

중식 및 휴식(Lunch & Break Time)

학회 위원장 회의

Session 1
(스포츠과학관 중강당)

Session 2
(스포츠과학관 315호)

Session 3
(스포츠과학관 109호)

Session 4
(체육교육관 207호)

질적 자료 분석:
‘더 나은 한국적 연구를 위하여’
사회자: 김영천(진주교대)

상담심리치료와 질적 연구
사회자: 김명찬(인제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와 질적 연구
사회자: 허창수(충남대)

종교교육과 질적 연구
사회자: 이현철(고신대)

문화기술지에서의 영역분석
김필성(동국대학교)

황인숙(인제대학교대학원)
김지욱(인제대학교대학원)
한지예(인제대학교대학원)
이지연(인제대학교대학원)

주재홍(진주교육대학교)
신경희(남부대학교)
이종걸(“친구사이”사무국장)

현상학에 기초한 질적 자료 분석
한진상(목포대학교)
정상원(경북대학교)

15:00~15:10
(Break Time)

15:10~16:40
(Session B)

생애사 연구에서의 분석 단위와
분석 방법
민성은(진주교대교육대학원)
질적자료분석 이전과 이후에
해야할 확인사항들
김영천(진주교육대학교)
박창민(한국교원대학교)
조재성(한양대학교)

워크숍 A
(스포츠과학관 315호)
(4월 22일 14:00-18:00)

16:40~19:40
(Workshop)
(선착순 40명)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파랑새 2.0
오영범 (부산대학교)
이현철 (고신대학교)
정상원 (경북대학교)

Session 5
(스포츠과학관 315호)

Session 6
(스포츠과학관 109호)

예술기반치료와 질적 연구
사회자: 김선희(서울여대)

간호/보건과 질적 연구
사회자: 김진경(강릉영동대)

소혜진(전주대학교)
정다운(전주대학교)
최아람·임이랑(숙명여대)
홍혜정(한양대 ERICA)

워크숍 B
(스포츠과학관 315호)
(4월 23일)

내러티브 탐구
홍영숙(중원대학교)

전혜원(꽃동네대학교)
강화정(부산여대)·
김분한(한양대학교)
윤난희(서울대학교)
최선임(서울대대학교)
워크숍 C
(스포츠과학관 109호)
(4월 23일)

자서전적 탐구
정정훈(진주교육대학교)

이현철(고신대학교)
박신웅(총회교육원)
송희영(고신대학교)

Session 7
(체육교육관 207호)
화롯불가의 대화:
저자 이동성 교수와의 만남
이동성(전주교대)
저서 1
『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아카데미프레스, 2012)
저서2: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2015)
워크숍 D
(체육교육관 207호)
(4월 23일)

실행 연구
박창민(교원대학교)
조재성(한양대학교)

기조강연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 중강당(302호), 10:00 ~ 12: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최의창

서울대(체육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박승민

숭실대(상담학과)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이수현

동국대(경영학부)

마케팅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Session 1 질적 자료 분석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 중강당(302호), 13:3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필성

동국대 경주캠퍼스(교육역량개발원)

문화기술지에서의 영역분석

한진상·정상원

목포대(교육학과)·경북대(교육학과)

현상학에 기초한 질적 자료 분석

민성은

진주교대(교육학과)

생애사 연구에서의 분석 단위와 분석 방법

Session 2 상담심리치료와 질적 연구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315호),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명찬

인제대학교(상담심리치료학과)

좌장

황인숙

인제대학교(상담심리치료학과)

원가족의 친밀감 결핍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김지욱

인제대학교(상담심리치료학과)

남편의 지배적 관계 추구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지예

인제대학교(상담심리치료학과)

나는 어떻게 상담을 전공하게 되었는가?

이지연

인제대학교(상담심리치료학과)

삼각관계에 대한 며느리의 자문화기술지

Session 3 게이/레즈비언/트랜스 젠더와 질적 연구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109호),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허창수

충남대(교육학과)

좌장

주재홍

진주교대(교육학과)

청소년 성소자들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생애사적 탐구

신경희

남부대학교(유아특수교육과)

성소수자문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

성소수자의 인권의 현황

Session 4 종교교육과 질적 연구 | 연세대 체육교육관(207호), 13:30 ~ 15:0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이현철

고신대(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연구방법 및 패러다임 변화: 질적 연구의 적용과 사
례(좌장)

박신웅

총회교육원개발실장

재미 한인 가정 교회 내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

송희영

고신대학교 박사과정

여성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관한 질적연구

Session 5 예술기반 치료와 질적 연구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315호),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선희

서울여대

좌장

소혜진

전주대(예술심리치료학과)

Experiences of personal therapy as a client: Perspectives of
Asian music therapists during their training in the US

정다운

전주대(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치료사들의 심상음악치료 훈련 입문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최아람·임이랑

숙명여대(음악학과)

초보 음악치료사의 직업적 어려움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홍혜정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예술디자인
대학원(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을 통한 자기돌봄 체험연구

Session 6 간호 및 보건과 질적 연구 | 연세대 스포츠과학관(109호), 15:10 ~ 16:40
이름

소속/학과

발표제목

김진경

강릉영동대학교(간호학과)

좌장

전혜원

꽃동네대학교(간호학과)

신규간호사 이직 경험

강화정·김분한

부산여대(간호학과)·한양대(간호학과)

말기암환자의 가정호스피스완화 돌봄 경험

윤난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 실천의 영향요인 탐색 연구

최선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분석

특별 기획 화롯불가의 대화: 저자 이동성 교수와의 만남 | 연세대 체육교육관(207호), 15:10 ~ 16:40
이름
이동성

소속/학과
전주교대(초등교육과)

연구방법론 관련 저서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아카데미프레스, 2012)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2015)

워크숍

B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홍영숙_ 중원대학교 교수

인생은 경험으로 구성되며, 경험은 이야기화될 때 의미가 부여된다. ‘인간 이해’를 목적
으로 하는 질적연구에서, 인간의 경험이야기(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인간 경험의 의미
를 해석하고 형성함으로써 인간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연구방
법으로 그 자리매김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바탕 및 주요 개념, 용어 등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 소개와 내러
티브 연구방법으로 논문 작성하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및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워크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적연구의 필요성
2. 왜 ‘내러티브’인가?
3.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이론적 바탕
4. ‘내러티브 탐구’의 주요 개념 및 핵심 용어
5. 내러티브 분석 및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6. 내러티브 논문의 구성 및 작성하기
7. ‘내러티브 탐구’에서 주의할 점

워크숍

C

자서전적 탐구(Autobiographical Research):
이해, 해석, 체험
정정훈_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자서전적 탐구(autobiographical inquiry)는 인문/사회과학 연구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연구 방법이다. 최근 들어 더욱 부가되고 있는 이 연구 방법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심오한 인간사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워크
숍에서는 첫째, 자서전적탐구의 철학적 바탕에 대한 공부를 통해 그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특징,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서전적 탐구의 방법들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그 방법들 중
“쿠레레”를 이용한 자서전적탐구를 맛볼 것이다.

1. 개념과 역사
2. 현상학과 자서전적 탐구
3. 자서전적 탐구의 특징
4. 자서전적 탐구의 가치
5. 자서전적 탐구와 자기배려
6. 대표적 방법들
가. 쿠레레와 allegory
나. 자서전적 내러티브
다. 예술기반 자서전적 탐구
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서의 자서전
7. 자서전적 탐구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이슈들
8. 자서전적 탐구 맛보기: 쿠레레를 통한 글쓰기와 분석

워크숍

D

실행연구(Action Research):
패러다임들, 접근들, 그리고 학위논문쓰기
박창민_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조재성_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실행연구는 조직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질적연구에 비하여 매우
그 실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전통적 학교교실수업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의
료와 간호학, 심지어 경영 분야의 조직 변화 영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에 이
워크숍은 실행연구와 관련된 전반적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연구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적 과정과 전략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실행연구를 가지고 학술적 연구를 하려는 학자들, 실행연구를 배우고자 하
는 대학원생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1. 서구에서의 실행연구의 최근 동향
Dewey에서부터 조직연구까지
2. 실행연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들
Carr, Kemmis, McTaggart, Meyer의 접근들.
3. 다양한 대표적 모형들의 이해
Lewin, Elliott의, Carr&Kemmis의 모형
3. 실행연구 학위 논문에서 연구계획서 작성하기
4. 실행연구 자료에 기초한 자료분석과 표현의 방법들
5. 잘 만들어진 실행연구 논문과 연구들 공부하기.

학술대회 참가 등록
사전등록 마감은 4월 1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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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학술대회 참가

25,000원

30,000원

워크숍 참가 (택1)
내러티브 탐구/자서전적 연구/실행연구

45,000원

50,000원

학술대회+워크숍 참가의 경우

60,000원

70,000원

사전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년 4월 15일까지).
1. 한국질적탐구학회 홈페이지(kaqi.or.kr)에서 온라인 가입 후
학술행사-사전등록을 누르고 신청합니다.
2. 사전 등록비를 입금해주세요.
3. 그 외 현장에서 등록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간 안내
질적연구방법론 Ⅴ: Data Analysis
김영천 | 정상원 지음
2016년 8월 예정

한국의 질적연구자들이 그토록 기다렀던 바로 그책.
질적자료분석의 책이 드디어 출간됩니다.

질적연구방법론Ⅰ: Bricoleur, 3판
김영천 지음
2016년 8월 예정

한국질적연구 강좌의 대표적 교과서로 자리잡은
김영천의 질적연구개론서.
그 내용이 더욱 달라지고 보강되었읍니다.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박창민 | 조재성 지음
2016년 5월 예정

구미 교사교육대학원의 새로운 연구법강좌로
자리잡은 실행연구를 국내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현상학적 질적연구
정상원 | 한진상 지음
2016년 8월 예정

국내 처음으로 현상학을 적용한 질적연구의
구체적 과정과 방법들을 설명한 책.

학술 행사장(연세대학교) 오시는 길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관 오시는 길

정문으로 도보 이용시 파란 선을 참고하세요.
차량으로 오실 경우 남문으로 진입하여 스포츠과학관 인근에 주차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정문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차 후 금호 아트홀 출입구를 이용 하세요.
동문 및 정문(지하)보다 남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국질적탐구학회
주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203호(사무국)
Tel 총무간사(조은하 061-750-3340, 010-4349-5567)
E-mail kaqi2014@naver.com
http://www.kaq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