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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자: 일리노이 대학교 Klaus Witz 교수

위츠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participant as ally - essentialist
portraiture”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한 사례에서 등장하는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도
덕-윤리적, 형이상학적 동기, 이상(비전) 등 고차적 양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고차적 양상은 인간의 삶과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주된 연구 문제가 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방법이 participant as ally - essentialist
portraiture 방법론이다. 과학교사의 예(이현주, Lee, 2006), 중도탈락 학생들에 관한
연구(배성아, Bae, 2007),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 관한 연구(Witz, 2007) 등
에서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충실히 사용되었다.
클라우스

이번 부산대 특강에서 클라우스 위츠 교수님은 개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
구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
려주시고 이어서 심층면담과 초상화법(essentialist portraiture)에 대한 소개해 주실
예정이다. 특히 심층면담과 초상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자는 실제 연구
를 수행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기법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
한 기법이 David Goodwin 박사가 수행했던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먼저 중학교 1학년 (7th grade) 수학 수업에 등장하는 Susan 선생님에 관한 사례를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성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all heart) 학생
들을 가르치는 Susan 선생님에 대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초상화 그리듯
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강의 후반부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또 다른 교
사 Karen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의 내용은 여러 분야의 질적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는 분들은 교육학 전반, 수학/과학교육, 상담심리, 예술교육,
특수교육 등에서 심층면담과 초상화법(essentialist portraiture)에서 등장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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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면담 자료에서 인간의 심층적 측면에 대하여 통합적인 이미지
를 그려나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Bae. S-A. (2007). High School dropping Out and Returning: Case-stud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Lee, H. (2006). Science Teachers Teaching Socio-scientific Issues (SSI): Four Case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Witz, K.(2007). Spiritual aspirations connected with mathematics: the experience of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The Edwin Melle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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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법을 이용한 인물 사례 탐구: 영적 생활과 마음공부 중심으로

(Essentialist Portraiture and case studies in spiritual life and practice)
원광대 마음인문학 연구소 특강

특강자: 일리노이 대학교 Klaus Witz 교수

이번 특강에서 클라우스 위츠 교수님은 원불교에 근간을 둔 마음공부에 관한 내용
을 소개하기에 앞서 붓다(부처)의 가르침을 먼저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마음공부
를 수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탐구한 내용을 소개한다.
마음공부를 수행하는 구도자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를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위츠 교수님의 최근 저서 (Cognition and
the Universal Heart)에서 다루게 되는 인도의 성자(Sai Baba)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위츠 교수님이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위츠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participant as ally - essentialist
portraiture”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한 사례에서 등장하는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도
덕-윤리적, 형이상학적 동기, 이상(비전) 등 고차적 양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고차적 양상은 인간의 삶과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주된 연구 문제가 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방법이 participant as ally - essentialist
portraiture 방법론이다.
클라우스

개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위츠 교수님께서 어떻
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어서 심층
면담과 초상화법(essentialist portraiture)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다. 구
체적인 사례로서 ESL 영어교사인 Susan의 삶을 소개하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또
다른 교사인 Karen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특강의 내용은 영적인 삶과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는 분들은 심층면담
과 초상화법(essentialist portraiture)에서 등장하는 핵심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인간
의 심층적 측면에 대하여 통합적인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
런 방법론을 적용하면 수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
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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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자 Klaus Witz 교수님 소개
1958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수학학사
1960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수학석사
1963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수학박사
1963년-1977년 University of Illinois (어바나-샴페인) 수학과 교수
역임
1977년-1979년 University of Illinois (어바나-샴페인) 교육심리학과
교수 역임
1980년 이후부터 University of Illinois (어바나-샴페인) 교육과정학과교수 역임 (현
재 정년 퇴임하신 후에 질적 연구 수행을 계속 하심)
위츠 교수님께서 수학 및 물리 분야에서 연구를 해 오시다가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하여 10여년의 준비 끝에 인문학 분야로 학문 영역을 옮기셨다.
초기에 비디오를 사용하여 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셨으며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오디오를 사용한 심층면담 및 초상화법을 개발하셨다. "Participant as ally and essentialist
portraiture"라 불리는 이 방법을 통해 인간 자신의 성장 및 영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교육 및 과학 철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하셨으며 우파니샤드에
관한 주석서를 출간하셨다. Qualitative Inquiry 질적 연구 학술지에 최근의 연구논문을
시리즈로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다.
위츠 교수님의 저서
Witz, K. (출판 준비 중). Cognition and the Universal Heart.
Witz, K. (2007). Aspirations connected with mathematics: The experience of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Lewis town, NJ: The Edwin Mellen Press.
Witz, K. (1998). The supreme wisdom of the Upanishads.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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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전영국
1995년 University of Illinois (어바나-샴페인) 컴퓨터교육 박사
1996년-현재,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역임
1993년부터 위츠 교수님으로부터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배웠으며 졸업 후에 2003년부
터 2005년 동안 매년 위츠 교수님을 순천대학교에 초청하여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
기도 하였다. 그간 수학/컴퓨터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최근 2-3년 사이에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2년 5월 미국의 QI (국제 질적 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으며 수행을 통한 인간의 변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 개발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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