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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 Ronald L. Jackson II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 Darlene K. Drummond (마이애미 대학교 교수)
| Sakile Camara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www.researchgate.net/

publication/233325570) ※비전공자의 번역이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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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질적연구의 본질과 특성을 다루며, 각각의 방법과 방법론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규명한다. The defining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are surveyed in this article, which identifies key distinctions between method and methodology. 또한 질적연구가 근

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해석적 접근을 통해 인류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주목한다. The authors note 

that qualitative research is primarily concerned understanding human beings’ experiences in a humanistic, interpretive approach. 연구결과 정량연구와 질적연구 

사이의 연구계획 차이가 다양한 방법론을 규명함으로써 드러났으며, Issues of research design differences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re traced with an emphasis on identifying diverse methodologies, 텍스트 분석과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과 더불어 질적연구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다. including those focusing on analysis of text, and diverse forms of data collection along with criteria for evaluating qualitative research.

주요어 | 자료수집; 문화기술지학; 방법론; 방법; 현상학

Keywords | Data Collection; Ethnography; Methodologies; Methods;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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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학의 역할은 일련의 경험이나 관찰된 현상에 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은 생

동하는 사회적 실체의 끊임없이 바뀌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새롭거나 기존과 다른 방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

자는 사회와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

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아주 낙관주의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연구를 진행하

는 시점이나 시기에 활용과 접근이 가능한 것 이상을 밝

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연구 

및 과제에 대해서 모든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모든 연구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연구윤리

를 지키며, 엄격하고 엄밀한 연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연구의 객관성, 윤리성,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연구가 질적인지 정량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년간, 학

자들은 질적연구와 정량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로 다

른 인식론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식의 

사고에 천착하기보다는, 양자의 방법과 방법론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

다. 방법은 어떻게 자료를 모을 것인가를 의미하며, 방법

론은 이론적 또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

법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Kaplan, 1964). 

즉, 방법은 자료를 ‘어떻게 모을까?’, 방법론은 자료를 ‘왜 

모을까?’에 관한 것이다. 둘 다 연구계획의 주요 요소이

다. 연구계획을 세울 때, 모든 사회과학 연구자는 사회문

제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문제

의 구조와 문제를 개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료수집의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접촉하고 모을까?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질문에 응답할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구하려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

을까? 

-연구 질문이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영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연구를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하다. 

정량연구를 수행한다면, 실험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통계분석 하려 할 것이다. 실험의 

목적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연구 대상

이 아닌 요인)을 통제한 후 어떤 간섭(연구 대상인 요인)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것이다. 인구집단의 표

본을 통해 특정 태도, 경향, 의견 등을 알고자 한다면 설문 

조사를 한다. 실험과 설문조사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표

본에 의해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한다(Cresswell, 2003). 

Stake(1995)가 주장한 정량연구와 질적연구 사이의 세 

가지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으로써 설명과 해석; (2) 연구자의 인격

적 역할과 탈인격적 역할; (3) 지식의 발견과 구조화. 

(p.37)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질적연구의 본질, 역할, 유형을 정

의하면서, 질적연구의 목적으로써 해석의 중요성뿐만 아

니라 연구자 개인의 역할과 이런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사

회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를 한다면, 우선 Lincoln and Guba(1985)의 

이른바 “사람이 연구수단” 접근방법에 관심을 둘 것이다.  

즉, 사람이 남기는 풍부한 기록과 이에 대한 숙고의 해석

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정량연구에서처럼 범주화 되고, 선

택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응답의 여지가 없는 한정된 연구 

질문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지 심도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에 집중한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해석학적인 접근법은 논의의 풍부

함과 상세함 때문에 “두꺼운 설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다. 한 현상에 대해 깊숙이 이해하려는 연구계획의 주요 

단점은 상세하게 연구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연

구자 자신이 연구에서 탈인격적이기보다는 인격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연구가 주관적

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응답자확인과 같은 연구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하면서, 

타인의 경험에 관한 자신의 연구가 연구자의 경험에 국한

되며, 이는 수집된 자료의 사회과학적 해석에도 영향을 준

다는 점에 유의한다. 

비실증 및 문화기술지학적 연구인 질적 연구는 해석학, 이해

사회학, 현상학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다. 내용, 대화, 

담화 및 내러티브 등의 모든 유형의 텍스트 분석을 포함하

여 숫자가 아닌 단어 형태의 비정형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사회적 연구를 포함한다. 질적 연구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

적 대상이나 인간 경험의 내재적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기

술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Denzin 

& Lincoln, 2000). 인본주의 계열의 질적연구와 자료수

집 방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을 논의하기 전에 일군의 학자들은 현상학을 방

법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방법론으로써 현상학은 해석

적 연구 대부분의 관심 주제를 잘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현상학은 다양한 측면을 지닌 철학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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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특징지을 수 없다. 대체로, 현상학자들은 유일

의 합리적 지식이란 일상적 경험으로 얻게되는 주관적 세

계를 논리적으로 기각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현상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각하는 평범한 경험에 대한 주관적 기술을 중요시한다

(Crotty, 1998). 따라서, 현상학은 커뮤니케이션학을 포

함한 사회과학의 수많은 질적연구의 토대가 된다. 

질적 방법론 

방법론이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여 탐구할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를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연구과제가 설정되어

야 탐구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합한 연구자료를 얻을 것

인지, 어떻게 연구과제, 연구자료, 분석, 결과(결론)를 논

리적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론은 방

법과 시너지를 이루며 연구자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달리 

정의기도 한다(Kaplan, 1964). 그럼에도, 질적연구를 수

행할 때, 우선, 연구의 대상인 텍스트 또는 사회적 대상을 

식별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 대상은 영화나 사진과 같은 

비주얼 텍스트일 수도 있다. 비주얼 이미지에서도 마치 문

서를 읽듯이 사회적 삶 및 사회적 행동을 읽어낼 수 있다

(Ricoeur, 1981). 텍스트 분석을 중요시하는 방법론은 내

용분석, 담화분석, 내러티브분석, 대화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쪽의 분석은 무엇이 이야기되는지(내용; 내용

분석), 뒤쪽의 분석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형식; 대화분

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중간의 분석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 관심을 둔다(내러티브분석; Coffey & Atkinson, 

1996). 

내용분석은 체계적, 객관적, 정량적 및 정성적 텍스트 분

석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의 통칭으로, 주로 일련의 데

이터를 비교, 대조 및 범주화하여 가설을 검정한다. 이

런 유형의 분석에는 표본추출과 코더간 상호비교 검정

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일정 정도의 통계분석이 수반된

다(Krippendorf, 1980). 본질적으로 정성적 내용분석

은 텍스트를 분류 및 코드화 할 수 있는 세부 단위로 구분

하여 해석하고, 이론을 세우거나 이해하며, 이를 통해 각 

범주 사이의 관계 양식을 설정하는 것이다(Gubrium & 

Holstein, 1997). 

대화분석은 원문분석의 한 유형이며, 현상학의 철학적 계

보에 바탕을 둔 민족감각적방법론의 사회학적 접근법에서 

파생되었다. 민족감각적방법론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협상

과 같은 일상적이며 서로 인정하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달

성하는지에 관심을 둔다(Garfinkel, 1967). 대화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방법의 하나는, 발언의 

언어구조를 분석하여 화자가 어떻게 규칙적 상호작용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것이다(Silverman, 1998). 담론분석

도 이와 유사하게 언어를 분석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내

용에 집중하여, 발언의 주제와 대상인 이데올로기, 태도, 

생각 및 행동 과정을 조합하는 습관적 방법을 밝히려 한다

(Foucault, 1972). 

내용분석, 대화분석, 담론분석이 커뮤니케인션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지만, 원문분석의 다른 유형도 있다. 연구과정

에서 수집된 이야기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을 포괄하는 내

러티브 분석은 구조 및 기능적으로 유형이 다양하다, 이

야기의 전개, 구성, 시작, 결말과 더불어 목표 및 의도까

지 분석대상이다(Riessman, 1993). 대체로 이야기는 삶

의 이력, 인터뷰, 기사, 일기, 자서전, 회고록, 전기 등이 

연대기를 이루는 삶의 경험으로써 분석된다(Josselson & 

Liebech, 1995). 

지금까지 논의한 방법론이 텍스트를 해체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현실을 해석하려는 시도였다면, 이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드

는 방법론이 점점 널리 쓰이고 있다. 문화기술지학은 원문

분석의 관점에서 문화적 행동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기법

이자 과학이다. 흔히 문화기술지학의 성과물은 단행본 형

식이며 특정 집단을 규정하는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경

제적, 정치적, 교육적, 언어적, 친족체계 등이 기술된다

(Wolcott, 1987). 

전통적인 문화기술지학은 비판적 문화기술지학과 자문화

기술지학을 포함한다. 양자의 기본적 특성은 같지만 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문화기술지학은 학술적

인 목적을 띠지만, 비판적 문화기술지학은 좀 더 넓은 대

중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여 사회의식의 변화 및 정

치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목적을 갖는다(Thomas, 1993).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학자 스스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

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는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

고 있다. 자문화기술지학은 문화기술지학(개인을 초월하

여 전체 문화를 살피는)을 자전적(개인적 이야기에 주목하

는) 목적의 연구에 통합하려는 저술 유형이다. 이런 질적

연구의 목적은 해석과 분석을 통해 무엇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것이다(Ellis & 

Bochner, 2000). 

자료수집 방법 

방법은 자료 생성에 쓰이는 수단, 기법 또는 분석절차를 

뜻한다(Kaplan, 1964).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 인터뷰는 

개인 및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

화되거나, 반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 유형이

다. 일반적으로 반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자유롭고, 비

공식적인 인터뷰는 화제 도출에 좀 더 많은 융통성과 감

응성을 인터뷰어와 응답자 모두에게 허용하고자 할 때 선

호된다. 녹취분석은 연구에 채용된 방법론에 따라 달라

진다(예. 상세한 단어 수준의 녹취분석 내지 좀 더 넓은 

주제를 다루는 문화기술지학 인터뷰 분석; Holstein & 

Gubrium, 1995). 인터뷰는 목표집단인터뷰, 사례분석, 

문화기술지 및 참여관찰과 같은 다른 데이터수집 수단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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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인 목표집단인터뷰는 집

단인터뷰(통상 5~12명 참여)이며, 조사집단 내 상호대화

와 특정 주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진행자가 던지는 질문

이 중요하다. 목표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의 기본자료, 보조자료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연

구자료의 한 구성요소일 수 있다. 목표집단인터뷰의 주요 

장점은 제한된 시간에 여러 참여자들이 특정 또는 복수의 

주제에 관해 나누는 상호대화를 풍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요 단점이기도 한데, 목표집단

은 의도적으로 설정되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며

(Morgan, 1997), 집단사고는 자료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 전문가 또는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전문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우려가 커진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자료수집 방법인 사례분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호된다. 

1. “어떻게” 또는 “왜”라는 답변이 필요할 때; 

2. 관찰과 동시에 이뤄지는 실제 삶처럼 연구자가 배경조

건을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연구해야 할 때; 

3. 현상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할 때. 

사례분석은 분석적 일반화에 쓰일 수 있다(Yin, 1989).  

분석적 일반화는 이론적 정교화라고도 하며, 개념, 모델 

또는 이론을 구체화, 논의, 지지 또는 상술하는 증거로 사

례와 같은 특정 사실을 사용하는 일반화 유형이다. 하지

만, 사례는 이론검정의 결정적 증거로 간주되거나 표현될 

수 없다(Vaughan, 1992). 또한, 사례분석에서는 관찰 중

인 대상의 맥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공자료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를 모아서 현상

을 연구한다. 이런 자료에는 인터뷰, 목표집단인터뷰, 인

쇄물, 각종 미디어, 기타 여러 자료가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자료수집 방법과 구별되는, 현장조사가 참여관

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문화기술지학에서 문화를 밝

혀내는 수단이다. 참여관찰을 위해서는 연구 및 기록 중

인 사람들의 일상 활동에 가능한 한 빠르게 참여하여 관찰

된 행태를 현장기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Stocking, 

1983). 현장조사라는 용어는 청취, 관찰, 대화, 녹음, 해

석, 그리고 기호논리학적, 윤리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

는 등의 연구대상인 문화집단의 물리적 장소에서 수행하

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참여관찰이 전형적인 현장조

사 방법이지만, 생활사, 구술사, 행동연구, 기타 사례연구 

유형, 공동참여연구 등도 현장조사에 수반된다(Wolcott, 

1995).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기준 

정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적타당도 및 외적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등이 연구를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신빙성, 적용성, 결과신뢰성, 확실성 등이 각

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질적연구를 잘 진행하기 위

해서는 응답자확인, 단계별 반복관찰, 해석근거 재검토 등

을 적용하여 연구결과가 연구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응답자의 발언을 확인하여 얻어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

다. 구체적으로, 응답자확인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논지

와 서술결과를 응답자에게 다시 보여주어 실제로 정확히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검토받아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 자문과 외부심사도 연구

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 역시 연구결과에 동조하는지 확인

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Lincoln & Guba, 

1985).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객관성, 연구윤리, 엄밀성

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자문화기술의 경우 연구의 입증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상학은 연구와 관련된 경

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식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Ellis & Bochner, 2000). 

경험이 질적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일반화되

거나 규범적이거나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화되거나 관용

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 질적연구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적 경험이

란 계속 발생하고, 끝이 없으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경

험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이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상호

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관점의 의

미를 학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매우 자연주의적인 방식

으로부터 실험 중심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

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

하는 것이 현상을 관찰하는 본질이지만, 사람들을 부자연

스러운 환경에 배치하고 상황을 조작하여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야 할 때도 있다. 이러면 정량연구나 실증

연구와 비슷해 보이겠지만, 질적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어떤 물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기타 자극을 줌으로써 좀 

더 깊은 답변을 얻고자 한다.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는 사

회과학에서, 방법론에 상관없이 모든 텍스트와 그 문맥은 

가치가 있다. 

연구자가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기법이나 접근

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확장하려고 할 때 명심해

야 할 것은, 가능한 연구가 객관적이고, 연구윤리에 부합

하며, 엄격하고 엄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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