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연구

양적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님께,
본 학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적 교류를 위해 연구방법 스터디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 연구 및 현장에 대한 정보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기초통계

고급 회귀분석

8월 5일(목)

8월 6일(금)

장소
강사

질적 연구에서

사례 연구

사례 연구의

사례연구의 위치

분석 방법

학문적·실천적 기여

7월 26일(월)

7월 28일(수)

7월 30일(금)

온라인 강의실 ( 온라인 강의실 주소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교수

이현정 교수

서덕희 교수

서덕희 교수

서덕희 교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조선대 교육학과)

(조선대 교육학과)

(조선대 교육학과)

• 일 시:

•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
• 통계 기초 개념과 정리

-양적연구 : 8월 5일(목) ~ 8월 6일(금)

-측정과 척도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3시 30분(1일 4시간 30분씩 진행)

-모수/비모수 통계

오후 6시~ 9시 30분(1일 3시간 30분씩 진행)

-단변량/다변량 통계

• 장 소 : 온라인 강의실
내용

질적연구 과정당 3만원(3강좌 수강시 8만원)
※ 환불규정

-변수 선택 방법

• 언제 사례 연구를

• 범주형 변수

-차이 검증(양적 질적 차이검증)

-더미코딩

• 고급 통계를 위한 기초 통계의

-스터디 1주전까지 100% 환불, 스터디 2일전까지 50% 환불

역할

-스터디 당일 취소는 반납 불가함
• 참가비 입금 계좌 : 011775-02-146071 (우체국예금주: 이승하)
• 참가대상 : 모든 회원 및 관심 있으신 분

(casing)
-사례에 대한 서로 다른

-효과코딩
• 상호작용효과 분석

알아야 할 필수 요소

정의
-본질적 사례 연구와

-상호작용 계수의 교정

-고급 통계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하게 되는가?
-사례:사례-되기

-평균중심화

-모형의 위계

연구
• 왜 사례 연구인가?

• 기초 분석

-관계 분석(상관/회귀 분석)

• 질적 연구와 사례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

(전진, 후진, 단계적 선택)

※온라인 강의실 주소는 신청자에게 추후 공지합니다.
• 참가비 : 양적연구 과정당 4만원,

-OLS 추정 방식, R2 검증

-기술/추리 통계

-질적연구 : 7월 26일(월), 7월 28일(수) 7월 30일(금)

-공분산, 상관, 편상관

-상호작용 계수의 해석

도구적 사례 연구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 사례 연구에서 분석은
• 사례 연구에서

무엇인가?
-사례와 맥락의 긴장

일반화는 무엇인가?

-다른 사례와의 비교

-자연적 일반화

• 사례 연구에서 분석은

-분석적 일반화
• 사례 연구의 실천적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목적에 따른

기여는 무엇인가?

다양한 맥락화

-실천적 지혜의 형성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전문가-되기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분석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연속연속, 연속비연속)

• 등록기간 : 7월 18일 (일)까지
• 등록방법 : http://naver.me/FFvWJWMn에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 기간 내에 참가비 입금

양적 연구

※ 위 신청서 등록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서 마감 후 추가적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하여 드리는

기초통계

추가 신청서 양식을 기재하여 ks_ecte@naver.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회귀분석 워크샵에서는 회귀분석 방법의
심화 과정을 다룹니다. 인간 행동의 예측을 주 목
기초 통계 워크샵은 양적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

◆ 준비위원 : 한종화 교수(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배율미 교수(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민정 교수(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문

의 : 홍인표 간사(010-3910-2084)

질적 연구

고급회귀분석

기

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어렵게만 느

본

껴졌던 통계에 대한 큰 틀을 살펴보고, 통계의 기초

설

가 되는 필수요소들을 선별하여 학습합니다. 논문

명

크리틱 중 통계 output 해석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나, 연구 주제에 맞는 통계 분석 방법 선별이
어려웠던 양적 연구 초심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
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질적 연구가 학문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으로 하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 장점은 소수의 사례에 대한 깊이있고 생생한 연구를
되는 회귀 분석은 기초 통계와 고급 통계 의 연결 통해 양적 연구적 접근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삶과 세
고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분석입니다.

계의 복잡성과 그 숨은 의미와 역동을 드러내고 이를

다수의 독립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 통해 얻은 실천지(phronesis)로 나와 세계를 변화시
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여러 중요 이슈들을 살펴봄 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워크샵에서
으로써 실제 연구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속 는 그 질적 연구의 ‘원형(prototype)’으로서 사례 연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는 기법 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질적 연구의 세계
인 더미 코딩과 효과 코딩의 차이점, 투입한 독립변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상상하고 미래를 열어 밝힐
수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모델링한 상호 작용 분석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
에서 알아야할 이슈 등 회귀분석에 대한 고급 테크 다.
닉을 학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