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연구분석방법
온라인워크숍
ㅣ운영방식ㅣ
실시간 화상회의(ZOOM)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접속방법을 안내하며, 강의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ㅣ등록절차ㅣ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홈페이지 (ier.jams.or.kr)
등록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공지사항 → ③ 수강등록 → ④ 수강료입금 → ⑤ 접속방법 안내 → ⑥ 온라인수강, 강의자료 배포
- 수 강 료 강의당 2만원 / 3만원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강의별 별도 표기
- 입금계좌 광주은행 1107-021-146619 (예금주 :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환불신청은 등록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등록문의 전남대학교 BK21 플로리싱 교육전문가 양성사업단 (062-530-2358)

희망강의 수강등록

(문의 bkflourishing@gmail.com)

(구글폼 작성)

ㅣ프로그램ㅣ

7월5일(화)
13시 20분 ~ 15시
(수강료 2만원)

7월12일(화)
13시 20분 ~ 16시
(수강료 3만원)

7월21일(목)
13시 20분 ~ 16시
(수강료 3만원)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

이 강좌에서는 질적연구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안소현 교수

self-study, auto-ethnography, action research, ParentCrit 등 교육연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Full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Kennesaw State University

Content analysis, ethnography, grounded theory, narrative inquiry,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며 장단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 관심사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고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것입니다.

생태학적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

이 강좌에서는 Bronfenbrenner (1976)의 사회생태학 이론 및 Weaver-Hightower(2008)의

강미아 교수

총체적으로 개입하는 인물, 집단, 특정 장소, 사회 문화적 전통, 역사적 맥락, 경제적 조건, 정치적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Utah Valley University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조성범 교수
(조교수)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생태학적 분석(ecological analysis)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정책이 생성 구현되는 과정에
맥락, 제도 등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다. 생태학적 분석 방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요소 즉 행위의 주체(actors), 관계(relationships), 환경과 구조 (environments & structures), 및 과정(processes)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키워드) 간 관계를 링크로 표시하고, 이 때
생성되는 연결망 지도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에 관한 사회 현상이나 개념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워크숍에서는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를 갖고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주제어가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빈도분석에 그치지 않고, 주제어 간 구조적 관계까지 분석함으로써 해당
연구 분야의 동향과 관련된 거시적 의미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