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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초보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경험: 
사전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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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사전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사전연구
를 수행하면서 깨닫게 된 질적 연구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과 방법론적인 문제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연구란 주 연구(main study)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규모의 방법론적 실험이며,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
적 연구이다. 사전연구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론 교
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인 초보 
연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전연구
의 유용성 및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전연구, 질적 연구방법, 연구 도구로서의 연구자, 연구 방법론

Ⅰ. 서론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김인숙, 2016; 

Creswell, 2013).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자료수집과 분석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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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어떤 현상 및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이다(김인숙, 2016; 윤택림, 2013; Creswell, 2013). 질

적 연구방법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이현서·박선웅, 2018).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과학적이며 가치 있는 결과물인지는 연구 과정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Creswell, 2015; Padgett, 1998; Yin, 2011), 

연구 진행 과정을 막막하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초보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을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보 연구자가 연구(main study)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한 사전연구(pilot study)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과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나누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저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의 대학교육과 취업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자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자 당당한 시민으로서 한국사

회에 자리매김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주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전연구란 주 연구(main study)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규모의 방법론적 

실험이며,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Jariath et al., 2000; Kim, 

2011; Prescott and Soeken, 1989; van Teijlingen and Hundley, 2002). 사전연구

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론 교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Morrison, Clement, Nestel and Brown, 2016). 질적 연구는 실제 연구가 진행되면

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율되는 특성 상,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으면 사전연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Holloway, 

2008). 간호학자로서 다수의 질적 연구 방법론 교재를 집필한 Morse(1997)도 질적 

연구를 하는 데 사전연구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사전연구가 오히려 실제 연구에 부적

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방법론(예, 현상학 연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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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가 포화상태(saturation)

에 이를 때까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전연구를 하면서 연구자가 깊은 탐색

도 하기 전에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전연구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

고, 많은 연구자들은 사전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초보 연구자는 필히 사전연

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주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연습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van Teijlingen and Hundley, 2002; Kim, 

2011; Leon et al, 2011). 또한, 사전연구를 하면서 실제 본 연구(main study)가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본 연구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적 이슈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1).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되는 조사를 할 경우에 사전연구 수행이 특히 필요한 이유이

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사전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는 아직 사전연구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학술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몇몇 서적을 통해 질적 연구자의 실패담과 질적 연구 수행의 어려움

을 나누고 있지만(김진희·김영순·김지영, 2015; 이현서·박선웅, 2018), 구체적으로 

사전연구를 소개하면서 연구 과정상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저술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연구자가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깨닫게 된 질적 연구의 방법

론적 이슈들과 사전연구 수행 후 주 연구에 반영하게 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연구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보통 학술지는 결과물 위주로 보고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전연구의 내용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다(Kim, 2011; Watson et al., 

2007). 그러나 사전연구 수행의 경험을 발표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중요하다

(Arain et al., 2010). 많은 초보 연구자들이 어떻게 질적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불안해하며 좌충우돌 

연구를 진행한다(이현서·박선웅, 2018). 사전연구 노력의 결과를 학술 커뮤니티와 

나누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과 노력의 반복을 방지하며, 동료 연구자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자의 의무이다(Thaban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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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자의 사명을 띄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전연구의 정의 및 유용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연구자의 배경과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연구 주제를 소개하며, 어떤 이유로 사전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깨닫게 

된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인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보 

연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전연구의 유용성 

및 가치를 강조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사전연구의 개념과 유용성

   

네이버 지식백과에 ‘pilot study’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사전연구, 예비연구, 탐색연

구,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사전연구는 주 연구를 준비하는 차원

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의 방법론적 실험이며,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현실

적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비적 차원의 

연구이다(Jariath et al., 2000; Kim, 2011; Prescott and Soeken, 1989; van 

Teijlingen and Hundley, 2002). 다시 정리하면, 사전연구는 연구 설계부터 현장연구 

절차, 자료수집 계획과 도구 점검, 그리고 자료 분석 계획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main study)를 위한 연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1; Yin, 2011). 

비록 사전연구라는 용어가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

향이 있지만(Arain et al., 2010; LaGasse, 2013), 두 용어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전연구나 타당성 조사 모두 본 조사(main study) 이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전연구는 주 연구(main study)의 작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의 모든 구성요소, 

즉 연구자부터 조사 도구, 연구 참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점검한다는 의미가 강하다(Arnold et al., 2009; A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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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Leon et al., 2011). 반면, 타당성 조사는 주로 조사 대상자 모집 방법과 

조사도구 등의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거나, 본 조사의 대략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Leon et al., 2011; Morin, 2013).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굳이 사전연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입장(Holloway, 2008), 사전연구 수행이 오히려 연구자의 깊은 탐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Morse, 1997) 등 사전연구 수행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질적 연구자들은 그 유용성에 훨씬 큰 비중을 두며 사전연구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전연구 경험을 들려준 서구의 질적 연구자들에 의해 사전연구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대략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사전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자는 주 연구(main study)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Kim, 2011; Wray, Archibong and Walton, 2017). 둘째, 연구 질문과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연구 방법이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행 가능한 

것인지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Kim, 2011). 셋째,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Doody 

and Doody, 2015). 넷째,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 

사전연구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전체 팀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Morrison, 

Clement, Nestel and Brown, 2016). 다섯째,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는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기반영(self-reflection)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연구를 보다 투명하며 윤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Doody and Doody, 2015; 

Kim, 2011; Morrison, Clement, Nestel and Brown, 2016). 여섯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연구를 수행할 때에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며,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im, 2011). 

특히 초보 연구자의 경우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얻는 이점이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Doody and Doody, 2015; Wray et al., 2017).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장애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탐구한 Doody와 Doody(2015)는 사전

연구를 하면서 심층면담 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지식형성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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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 참여자의 내부자적 경험을 탐색하는 면담이 보통의 의사소통 또는 치료적 

면담과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다른지에 대해 연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Wray(2017)

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실천 경험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Doody

와 Doody(2015)처럼 사전연구에서 진행한 면담 녹취록을 리뷰하며 면담 기술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초보 연구자가 사전연구를 꼭 해야 하는 필요성으로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연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기는 점을 꼽고 있었

다(Wray, 2017).

III. 연구자 배경 및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

본 연구자는 다문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특히 결혼이민여성

의 사회참여 및 인적자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오 년째 

살면서 한국 사회가 타 문화권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반대로 타 문화권의 사람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덕분에, 연구자는 자연스레 

문화적인 민감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자는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부과정으로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었다. 2014년에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2월 현재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다. 

연구자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사회복지관련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쌓으며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초보 연구자이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결혼이민여

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통·번역활동, 이주여성인권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삶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한국 사회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실재하

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사회로 이주한 사람들, 한국 사회에의 

적응이 필요한 복지수혜자 정도에 머물고 있다(신현태·정우열· 유근환, 2012;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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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16). 그러나 본 연구자가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만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며, 자기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기꺼이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싶어 하는 인격체들이었다.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중국 결혼이민여성의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적응과 재능기부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하지만 직업을 갖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하고 있었

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의 이중 문화에 능통한 자신의 능력을 살리고, 고등교육 및 

전문직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에서는 이들을 통·번역, 상담 업무 등을 통해 새로 정착하는 결혼이민여성

들을 돕는 준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김유진·유전양, 2018).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동화주의적 사회적응을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자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김유진·유전양, 2018).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내 정착

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논의 및 취업 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이정희·이수분, 

2013). 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현황 조사, 취업 동기 및 취업만족도에 관한 요인 

검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고(이현주·여영훈, 2017; 이혜림·조민효, 2014),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또는 역량강화에 관한 심층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단순히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동료, 후배 결혼이민여성을 더 잘 돕기 위해 상담이나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이들이 준전문가 및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

는 먼저 현장에 들어가 부딪히며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

는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이 준전문가 또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준전문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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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석사학위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을 다시 떠올

리게 되었다. 열 명의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대학교육,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전공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았다. 역시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여성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주제에 관한 현상과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일단 대학에

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결혼이민여성을 편의표집 방법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사전연

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전연구 수행을 위해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IRB)를 통과하고 본격

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연구 참여자

와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모집을 시도하였고, 사회복지 전공으

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섯 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2017년 12월에 

○○대학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의 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사회복지현장실

습을 수강하고 있었고, 그에 맞추어 사전연구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모두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 연구자의 녹취내용을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목적 설명서 및 연구 참여 동의서에 승인을 받았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중국 출신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일본과 베트남 출신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인터뷰는 거의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터

뷰의 전체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다. 매번 인터뷰를 마칠 때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에게 인터뷰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Lincoln and Guba, 1985). 참여관찰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 

지도교수님과의 연구 관련 대화,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생각

하게 된 내용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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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전연구를 통해 드러난 연구 수행의 어려움과 방법론적 

이슈들

1. 연구 도구로서의 자기반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주요 도구이다(Padgett, 1998; Yin, 

2014). 모든 연구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앎의 방식에 대한 생각, 자신의 개인적·

학술적 배경, 그리고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틀의 영향을 받는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연구자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두며 참여관찰을 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면담을 하는지, 그리고 줄 단위 코딩 후에 의미단위를 어떻게 

묶어나가며 분석하는지 등이 달라진다. 연구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반에 걸쳐 연구자라

는 필터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주요 도구이다(use of self). 연구자의 정체성과 세계관, 전문적 지식의 수준과 

깊이, 융통성과 통찰력, 의사소통기술 등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

지고, 분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석사학위논

문을 작성하였지만, 여전히 질적 연구 방법이 어렵고, 연구자로서 역량이 매우 부족하

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도구로서 갖춰야 할 역량인 자기반영성(self-reflection), 창의

성, 유연성,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명료하면서 깊이 있는 글쓰기,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 다행히 본 연구자는 개방적이며, 의사소통을 잘하고, 사람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구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사교적인 만남이 아닌 연구를 위해 만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

다.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에서는 같은 문화권의 참여자들을 만났지만, 이번 연구

에서는 중국 이외의 베트남, 일본 결혼이민여성들과도 심층면담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도구로서 자신의 활용에 대해 연습하는 기회

로 삼기로 했다. 즉, 사전연구를 연구자로서의 자기반성(self-reflection)의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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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로 했다. 사회복지학자이자 질적 연구가인 Padgett(1998)은 연구자가 자신을 돌

아보며 자신의 신념체계와 편견, 관계 맺는 방식 등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날 결혼이민여성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는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여기에 연구자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 참여

자에게 동생뻘의 사람처럼 비춰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여섯 

명 사전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가장 나이가 적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

민여성이 34세였다. 27세의 연구자는 연상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누나’

라고 호칭하며 관계형성(rapport)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

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연상의 여자를 부를 때 ‘지에지에(姐姐)’라는 호칭을 사용한

다. 일본과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그러한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곤 하였다. 

면담의 분위기를 되새겨 보며 그리고 녹취록을 읽으면서, ‘누나’라는 호칭이 연구자

의 의도만큼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참여자는 연구자

를 편하게 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또 다른 참여자는 인터뷰를 사적인 

대화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어떤 이유로든 연구자의 

역할을 제대로 참여자에게 인식시켜 주지 않으면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이 떨어지고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위기가 생길 수 있다(Kim, 2011).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면 연구자는 자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자 역시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Padgett(1998)은 질적 연구자는 관계형성에 신경을 

쓰면서 객관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편견과 이것이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생각하게 된 다른 이슈도 있다. 바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민족적 배경의 차이에 

대해 연구자가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점이었다. 아무래도 문화적 민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문화 복지를 연구하며, 연구자의 인종 및 민족성과 참여자의 인종 및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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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하는 관계에서 참여자의 신뢰가 더 높다는 연구 방법론 교재의 내용을 의미심

장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았다. 중국인 결혼이민여성 참여자를 만날 때와 달리, 

베트남 또는 일본 결혼이민여성과 면담을 앞두고 평소와 다르게 긴장을 하거나 초조함

을 느끼기도 하였다. 방법론 교재를 계속 공부하면서 인종 및 민족성이 다른 관계의 

장점(예,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과 

민족성의 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은 

연구자로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융통성을 갖추는 것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Padgett(1998)은 질적 연구자는 높은 수준의 언어적‧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국인이고 연구 참여자는 중국, 일본, 베트남 결혼

이민여성들이다. 중국 출신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본과 

베트남 출신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그 후에 연구자가 녹취

한 내용을 한국어로 풀고 각 사례의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중국인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모국어인 중국어로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어로 

녹취한 인터뷰 내용을 문서형식으로 풀 때 연구자가 한국어를 번역하는 능력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출신의 연구 참여자와 

같이 한국어로 진행한 인터뷰의 경우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함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제한점으로 인해 각 참여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자는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의 습관, 전통, 풍습 등을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면담 녹취록을 

되풀이해서 청취하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신념,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자는 자신의 견해, 가치관, 신앙 등이 다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연구 참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때 연구자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태도가 

연구 참여자에게 투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어떤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며, 이를 연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12 ｜ 연구방법논총 ｜ 2019년 봄호 제4권 제1호

2. 연구 주제 변경에 따른 연구 설계 재검토

면담을 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로 입학조건, 

수업진행절차, 실습기관의 협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조건 및 앞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데, 이 학과는 

2015년 전국 최초의 다문화특화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대학교육 과정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대학교육 경험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통합정책과 영향을 주

고받는 맥락 내에서 진행 중인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의 업무와 수행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업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적 성장과 더불어 취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국 다문화사회통합의 

과정에서 ○○대학교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특화사업사례는 많은 유관기관(시청,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실습기관, 자격인증기관, 지방고용노동청)의 상

호 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시

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혼이민여성들의 준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과정은 자신의 문화

적 요소, 입학 동기,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 경험, 실습경험, 취업에 대한 기대 등 

많은 개인적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험에만 초점을 두어 질문하면 연구 결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대학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주제를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하

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주 연구의 연구 질문으로서 "다문화가족 맞춤형 

대학지원 사업을 통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결혼이민여성들의 대학교육과 취업의 현실"

로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대학교의 시범적인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실행되었고, 사업의 성과를 어떤 목적과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결혼이민

여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연결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탐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으로서 Stake식의 도구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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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원래 사전연구를 실행했던 이유는 결혼

이민여성이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준전문가로서의 과정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질적 기술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method)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질적 연구 방법론 교재에서는 연구 방법론과 연구 질문 간의 관계를 마치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설명하고 있다. 연구 질문이 먼저 정해져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의 방향이 자연스레 정해진다는 입장이 있다. 한편, 먼저 자료 수집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연구 질문이 구체화된다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Yin, 2011). 초보 연구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자의 경우에는 사전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질문이 바뀌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방법론도 바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처음에 설계한 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연결시

켜서 연구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 연구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논리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Yin, 2011). 양적 연구방법과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설계가 바뀔 수 있다(Yin, 2011). 즉, 수정된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초보 연구자로서 부담되는 것은 

연구 질문에 따라 가장 최선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최선의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심층 면담 질문 추가 및 변경

연구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연구(main study)가 시작되면 자료 수집의 방법과 

범위, 면담 질문도 변경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에 준비했던 질문 목록에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의 관계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현장 실습에 초점을 두었

던 질문을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대학의 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하여 질문할 

것이다. 셋째, 향후 주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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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대학, 시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로 확대하여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V. 결론

   

연구자의 지도 교수님은 연구자의 렌즈에 대해 종종 말씀하신다. 빨간 색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

는 말씀을 하시며, 개념적 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연구자는 

연구의 주요 도구이고(use of self), 연구자라는 필터를 거쳐 연구 결과와 결론이 도출

된다. 연구자가 하는 모든 활동은 연구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앎의 방식에 대한 

생각, 자신의 개인적·학술적 배경, 그리고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틀의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가 자신의 렌즈가 어떤 색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자에게는 사전연구 수행 경험을 나누는 

작업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연구로 구체화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연구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배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전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도구로서 자신을 성찰

하고, 총체적 연구 능력을 점검하였다.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 자신의 역량이 연구 

참여자 및 연구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깨닫고, 질적 연구자로서 융통성과 문화

적·언어적 역량이 중요한 자질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사전연구는 

초보 연구자에게 연구자로서 자기계발하는 기회이다. 사전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참여

관찰 기술, 심층면접 기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자질과 특성, 부족한 

부분과 잘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되며, 한층 성숙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전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 

주제를 검토하면서 초보 연구자에게 막연할 수 있는 연구의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가 설정한 초기의 

연구방법(일반적인 질적 기술연구)을 향후 주 연구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면담 질문이 수정·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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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 참여자의 범위도 다문화가족 대학교육시범사업의 관계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사전연구를 통해 주 연구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모집방법, 연구방법 등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초보 연구자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연구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전연구 수행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연구 질문에 따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주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초보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에 

관한 사고의 폭이 확장되면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하게 된다. 

이번 사전연구 수행을 통해 무엇보다 문헌고찰의 중요성과 방법론 공부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소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연구

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google 학술검색 페이지에 

나오는 아이작 뉴턴의 문장,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연구 주제가 되는 현상을 의미 있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앞으로 집중해서 키워가야 할 연구자의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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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by a novice 
researcher in social science: 

Based on practicing the pilot study
1)

Chuanyang Yu*·Yujin Kim**·Mikyung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pilot study in the aspect 
of research methodology and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the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progres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which 
was realized while carrying out the pilot study. The pilot study is a 
small-scale methodological experiment conducted to prepare a main 
study, and it is a preliminary study to determine whether a topic of 
interest to the researcher can be a realistic and feasible. Despite its 
usefulness, the pilot study has not been adequately discuss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extbooks. Based on the actual 
experience of a novice researcher who is a Chinese stu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hasize the usefulness and value of the pilot 
study in carrying out the qualitative research.

Keywords: Pilot study, Qualitative Research, Use of Self, Methodology

투고일: 2019.02.15.    심사일: 2019.03.11.    게재확정일: 2019.03.12.

* Ph.D. Candidate, Faculty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Faculty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