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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연구방법의 의의
혼합 연구방법은 하나의 연구에 양적(quantitative) 연구와
질적(qualitative) 연구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는 연구방법으로
수(number)와 단어(words)의 수집과 분석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연구 방법
(Greene, Caracelli, & Graham, 1989)
혼합 연구방법은 사실상 각 연구방법들이 추구하는 가정과 사고 체계의
혼합이며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층적이고 복잡한 세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원석 (2011)

혼합 연구방법의 장점

사회 현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조사방법의 개선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많은 연구자들이나 프로그램 평가자들이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습
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혼합 연구방법의 잠재력을 극대
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연구자나 평가자는 매우 드물다.
Greene, Benjamin, & Goodyear (2001)

혼합 연구방법의 역사적 기원
철학적 측면
실증주의/후기실증주의
가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Dilthey의 해석적 관점

실제적 측면
미국의 “가난과의 전쟁” 시기
대대적인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연구(평가)의 실패

The Great Qualitative-Quantitative Debate

화해와 혼합 연구방법의 아이디어 대두

The Great Qualitative-Quantitative Debate

“

패러다임이란 지식과 연구 대상인 사회 현상, 그 사회 현상을 이해
하는 능력과 방법에 관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철
학적 가정들이나 관점들의 체계

”

Greene & Caracelli (1997)

사회과학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패러다임 간의
존재론(ontology), 인식론(epistemology), 방법론(methodology), 가치론
(axiology)에 관한 논쟁

화해와 혼합 연구방법 아이디어의 대두
전형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 방법론이 서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고유한 기여를 할 것임

두 방법론의 삼각측정(triangulation)의 전통
 양적 연구 – Campbell & Fiske의 다중특질-다중방법 행렬
(multitrait, multimethod (MTMM) matrix)
 질적 연구 – Norman Denzin 네 가지 형태의 삼각측정 제안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자, 이론의 삼각측정)

패러다임의 혼합에 대한 견해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
- 혼합 연구방법의 정의상(by definition) 명확함
패러다임적 다원주의(paradigmatic pluralism)
- 다양한 견해가 존재
• stances on mixing paradigm while mixing methods
– Greene(2007)

• paradigmatic foundations for mixed methods research
– Teddlie & Tashakkori(2003)

• worldviews applied to mixed methods
- Creswell & Plano Clark(2011)

Stances on mixing paradigm – Greene
 패러다임의 본질

(What is the nature of a philosophical paradigm for social inquiry?)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What role do paradigms play in social research and evaluation practice?)
① 순수주의자 입장(purist stance)
② 일종의 패러다임적 입장(a-paradigmatic stance)
③ 실질적 이론 입장(substantive theory stance)
④ 보완적 장점 입장(complementary strengths stance)
⑤ 변증법적 입장(dialectic stance)
⑥ 대안적 패러다임 입장(alternative paradigms stance)

순수주의자 입장(purist stance)
Egon Guba & Yvonna Lincoln
 패러다임의 본질
– 상호 연결된 철학적 가정들로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구성됨
– 각 패러다임의 고유한 가정은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 양립할 수 없음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연구에 관한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결정함

패러다임의 혼합은 불가능함
다만, 연구의 방법은 혼합될 수 있으나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만 가능

일종의 패러다임적 입장(a-paradigmatic stance)
Michael Patton
 패러다임의 본질
– 패러다임 자체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님.
– 패러다임의 가정은 논리적으로 독립적, 상황에 적절하게 혼합되고 대응될 수 있음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연구를 기술(describe)하는 것을 돕지만 처방(prescribe)하지는 않음
– 연구의 실제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표본 등 연구 맥락의
구체적인 특징과 요구임

패러다임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될 수 있음

실질적 이론 입장(substantive theory stance)
Weiss, Chen, Rossi 등 – program theory evaluation 지지자
 패러다임의 본질
– 패러다임의 가정은 논리적으로 독립적, 상황에 적절하게 혼합되고 대응될 수 있음
– 일종의 패러다임 입장과 동일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패러다임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하지 않음
– 수행되는 연구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과 개념적인 이론 (연구의 “실질적
이론“)들이 연구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추적 역할

패러다임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될 수 있음

보완적 장점 입장(complementary strengths stance)
John Brewer & Albert Hunter – multimethod research
 패러다임의 본질
– 패러다임의 가정들이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혼합 가능
–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가정들은 중요한 점에서 다르고 또 존중되어져야 함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패러다임의 가정들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연구 방법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

패러다임은 혼합될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가정은 중요하며, 따라서 각
패러다임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의 장점들은 서로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변증법적 입장(dialectic stance)
Jennifer Greene
 패러다임의 본질
–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 따라서 침해되서는 안되는 “신성한 것” 아님
– 의도적 혼합을 통한 생성적 가능성(generative potential) 추구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연구의 수행에서 “패러다임적 닻(paradigmatic anchor)”
– 의도적 혼합을 통한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추구

패러다임은 의도적으로 혼합됨으로써 변증법적 발견(dialectic
discovery)을 통해 연구 대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

대안적 패러다임 입장(alternative paradigms stance)
Data, Teddlie & Tashakkori, Howe – pragmatism
House, Maxwell, Niglas – scientific realism
 패러다임의 본질
– 패러다임의 가정들은 중요하고 존중되어져야 함
– 혼합 연구방법을 위한 패러다임 상정 (실용주의가 대표적)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역할
– 맥락적, 이론적 고려와 함께 패러다임은 실제 연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대안적 패러다임(실용주의, 과학적 실재론 등)을 설정함으로써 연구방
법을 혼합하면서 패러다임을 혼합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응

연구방법 혼합의 목적
1. 삼각측정(triangulation)
 여러 연구방법에서 얻은 결과를 수렴, 확증, 조화시키는 것에 목적
 동일한 현상(구인)을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

결과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실증적인 퍼즐’
더 깊은 조사, 탐구, 분석을 필요

2. 상호보완(complementarity)
 동일한 복합 현상에 대하여 보다 넓
고 깊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
 다양한 연구방법은 연구의 해석과
추론의 폭과 깊이를 향상시킴
 대부분의 사회현상들을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연구 맥락에 잘
부합함
 실제에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3. 개발(development)
 한 가지 연구방법의 결과가 나머지 연
구방법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
 이러한 개발은 실제적인 도구 개발뿐
아니라 표본과 실행 등 넓은 범위의
개발을 포함
 각각의 연구방법들은 순차적으로 실
행됨
 일반적으로 특정 현상이나 구인을 두
가지 연구방법으로 평가

4. 착안(initiation)
 상호보완 목적과 유사하게 서로 다른 연
구방법들을 동일한 복합적 현상의 다양
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확산과 부조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상
호보완 목적과 차이
 의도적으로 ‘실증적 퍼즐’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혼합의 여러 목적 중 가장 생성적이며,
역설, 모순, 발산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관점, 독창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음.

5. 확장(expansion)
 사회과학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
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연구방법들을 서로
다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프로그램 평가 영역에서 많이 사
용됨(프로그램 결과의 평가는 양
적 연구, 프로그램 실행의 평가는
질적 연구방법 사용)

혼합연구방법의 설계
Creswell & Plano Clark 분류

① Sequential Explanatory Design
<분류 차원>
- 실시 순서
- 우선권 여부
- 이론적 관점의 존재 여부

②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③ Sequential Transformative Design
④ 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
⑤ Concurrent Nested Design
⑥ Concurrent Transformative Design

순차적 설명 설계 (Sequential Explanatory Design)

QUAN
QUAN
Data
Collection

QUAN
Data Analysis

qual
Data
Collection

qual
qual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of Entire Analysis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 후 두 연구방법의 결과가 해석 단계에서 통합됨. (양적 연구 주도)

순차적 탐색 설계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QUAL
QUAL
Data
Collection

QUAL
Data Analysis

quan
quan
Data
Collection

qua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Of Entire Analysis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이루어지며 두 분석 결과는 해석 단계에서 통합됨. (질적 연구 주도)

순차적 변형 설계 (Sequential Transformative Design)
QUAL

quan

Vision, Advocacy, Ideology, Framework

양적 또는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가
이루어진 후 다른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및

QUAN
QUAN

qual
qual
Vision, Advocacy, Ideology, Framework

분석이 이루어지며 두
분석 결과는 해석 단계
에서 통합됨.

연구의 수행이 뚜렷한 이론적 관점(theoretical perspective)에 의해 주도

동시적 삼각측정 설계 (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

QUAN

QUAL

주요 혼합 연구 설계 중
가장 잘 알려진 설계 방
식 (전통적인 혼합연구

QUAN
Data Collection

QUAL
Data Collection

설계)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QUAN
Data Analysis

QUAL
Data Analysis
Data Results Compared

확증하거나 타당성을 교
차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연구방법을 사
용할 때 주로 활용됨

동시적 내포 설계 (Concurrent Nested Design)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

qual

QUAN

quan

QUAL

동시에 진행되지만 동시
적 삼각측정 설계와 다른
점은 한 연구방법이 전체
연구를 주도하고 다른 연
구 방법은 주도적 연구 방
법 안에 내재, 내포됨.

Analysis of Findings

Analysis of Findings

동시적 변형 설계 (Concurrent Transformative Design)

QUAN + QUAL
Vision, Advocacy, Ideology, Framework

순차적 변형 설계와 마
찬가지로 특정한 이론
적 관점에 의해 연구가
주도됨.

quan

QUAL
Vision, Advocacy,
Ideology, Framework

다른 점은 양적, 질적
자료 수집이 동시에 진
행된다는 것임.

혼합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Fetters, Curry, & Creswell, 2013)

Merging
 분석과 비교를 위해 양적, 질적 자료(또는 분석 결과)를 합치는 것
 절차
① 병렬적(side-by-side)으로 결과 비교하기
② 자료 변형하기
•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 quantitizing

•

양적 자료를 질적 자료로 – qualitizing

③ Joint displays 구성하기

Building

Connecting
 하나의 자료 형태가 다른 자료
형태의 표본 선정에 정보를 제공

 하나의 자료 형태가 다른 자료
형태의 수집에 정보를 제공

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

예) 심층면담 결과가 양적 자료 수
집에 정보 제공

• 예상하지 못한 결과

•

설문조사 도구 개발

• 극단적인 응답

•

• 중요한 결과 / 중요하지 않
은 결과

기존의 자료 수집 도구 중
적합한 도구 선정

•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

실험 설계 개발

• 전형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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