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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간질)은 가장 흔한 신경학적 만성질환중 하나로 신경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며(Fisher et al., 2005). 질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몰이해, 낙인, 편견이
심하여 여러 나라에서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m, Kang, Lee, Huh, &
Lee, 2014). 우리나라에도 2012년 ‘간질’에서 ‘뇌전증’으로의 개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뇌
전증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정우정, 2015). 뇌전증 진단은
가족 중 특히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경련 재발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경련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행동, 학습,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Rodenburg, Wagner, Austin, Kerr, &
Dunn, 2011). 뇌전증은 만성질환 특성상 소아나 아동기에 발병하더라도 완치가 어려워 성인기에
도 질병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뇌전증에 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서 국내 박사학위 논문 177편중 5편의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첫째,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참여자 수는 어떠한가?
셋째,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분석 방법은 어떠한가?
넷째,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은 어떠한가?
다섯째,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진실성 검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뇌전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박사학위 논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
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와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main.do)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자
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검색키워드는 박사학위 논문 중뇌전증를 기본 키워드로 하였으며, 관련 검색어로는간질,장애
,질적 연구 방법등을 검색한 결과 177편의 논문 중 양적연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논문과 의학분야, 재활의
학, 신경학 논문을 제외한 5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준은 Robert(2011)의 분류 방법, 즉(1) 실
행연구, (2) 사례연구, (3) 문화기술지, (4) 민속방법론, (5) 패미니스트연구, (6) 근거이론, (7) 생애사, (8) 내러티브탐구,
(9) 참여관찰 연구, (10) 현상학적 연구, (11) Q 방법론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방법은〈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상학 3편(60%), 근거이론 2편(40%)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방법
빈도(%)

현상학
3(60%)

Q방법론
0

내러티브탐구
0

근거이론
2(40%)

계
5(100%)

2. 참여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자수를 분석한 결과는〈표 Ⅲ-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명 1편(20%), 12명 2편(40%), 13이상 2편(40%)으로 나타났
다.
〈표 Ⅲ-2〉 참여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자수
빈도(%)

9명
1(20%)

12명
2(40%)

13명
1(20%)

14명
1(20%)

계
5(100%)

3. 자료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상학적 분석 방법 1편(20%), Spradly
분석 1편(20%), 반복적비교 분석 3편(60%)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자료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분석 방법
빈도(%)

현상학적 분석 방법
1(20%)

Spradly 분석
1(20%)

반복적비교 분석
3(60%)

계
5(100%)

4.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수집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표 Ⅲ-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층면담 3편(60%),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1편
(20%),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전화면담 1편(20%)으로 나타났다.
〈표 Ⅲ-4〉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수집 방법 심층면담 참여관찰, 심층면담
빈도(%)
3(60%)
1(20%)

개별면담, 참여관찰, 전화면담
1(20%)

계
5(100%)

자료수집 기간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표 Ⅲ-5〉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월 1편(20%), 4개월 1편(20%), 7개월 1편(20%),
8개월 1편(20%) 9개월 1편으로 나타났다.
〈표 Ⅲ-5〉자료수집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수집 기간
빈도(%)

3개월
1(20%)

4개월
1(20%)

7개월
1(20%)

8개월
1(20%)

9개월
1(20%)

계
5(100%)

5. 논문의 진실성 검증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논문의 진실성 검증 방법은〈표 Ⅲ-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원 검토 3편(80%), 참여자 검토 1편(20%)으로 나타났다.
〈표 Ⅲ-6〉진실성 검증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진실성 검증 방법
빈도(%)

구성원 검토
4(80%)

참여자 검토
1(20%)

계
5(100%)

Ⅳ. 요약
뇌전증에 대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은 현상학 3편(60%),
근거이론 2편(40%)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수는 9명 1편(20%), 12명 2편(40%), 13이상 2편(40%)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분석 방법은 현상학적 분석방법 1편(20%), Spradly 분석 1편(20%), 반복적 비교 분석 3편(60%)으로 나
타났다. 넷째,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 3편(60%),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1편(20%),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전화면담 1편
(20%)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3개월 1편(20%), 4개월 1편(20%), 7개월 1편(20%), 8개월 1편(20%) 9개월 1편으
로 각각 나타났다. 다섯째, 논문의 진실성 검증 방법은 구성원 검토 3편(80%), 참여자 검토 1편(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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