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자를 위한 MAXQDA  - 교육 가이드 
다음은 MAXQDA 워크샵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MAXQDA 트레이너의 팁입니다. 20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그룹을 이끌거나 아니면 MAXQDA 소프트웨어를 동료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도 이 가이드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기본구조 

워크샵 리더로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터와 MAXQDA가 설치된 컴퓨터입니다. 각 참가자 역시 MAXQDA가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워크샵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직접 가져 오거나 MAXQDA가 설치 된 

컴퓨터가 있는 PC-lab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MAXQDA 라이센스가 없다면 저희 홈페이지  

maxqda.com/trial에서 14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 세미나를 계획 중이거나 

질적 데이터 분석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위한 무료 교육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axqda.com/licenses/maxqda-course-licens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데이터 (샘플 파일)  

MAXQDA 샘플 프로젝트   

MAXQDA 에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로 된 샘플 프로젝트가 사전 탑재 되어 

있습니다. MAXQDA 를 시작할 때 열리는 시작 대화창에서 "샘플 열기(Open Examples)" 옵션을 선택하여 샘플 

프로젝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에는 이미 코딩된 다양한 문서 유형(인터뷰 기록, 포커스 그룹 기록, PDF 파일, 비디오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maxqda.com/trial
https://www.maxqda.com/licenses/maxqda-course-license


 

 

     

 

입문 워크샵의 경우 참가자가 빈 프로젝트 파일로 시작하도록 권장하는데, 각기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 오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샘플 프로젝트의 문서를 내보내고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이메일, USB 

등을 통해 워크샵 각 참가자에게 이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 내보내기 > 모든 문서를 클릭하여 모든 

문서를 내보내십시오. 또는 사용하려는 특정 문서를 활성화 한 다음 보고서 > 내보내기 > 모든 활성화 된 문서를 

클릭하여 선택한 문서만 내보냅니다.  

저희의 경험상, 인터뷰 기록 등의 문서를 가져오는 법을 시연하기 전에 먼저 MAXQDA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참가자들이 스스로 문서를 가져 오도록 하십시오. 

 

샘플 프로젝트 리셋 및 재설정   

이전에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워크샵에서 MAXQDA를 시연하고 이미 코딩을 변경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새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MAXQDA 프로그램을 닫고 샘플 프로젝트가 저장된 컴퓨터의 폴더로 

이동 한 후 이전의 샘플 프로젝트를 삭제하십시오. MAXQDA를 다시 시작하면 변경되지 않은 원래 버전의 

프로젝트가 다운로드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샘플 프로젝트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Mac: /Users/username/Documents/MAXQDA/MAXQDA2020/Examples 

Win: \Users\username\Documents\MAXQDA2020\Examples 



 

 

추가적 샘플 문서  

또한 다음의 링크에서 워크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샘플 문서(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기록, 뉴스 기사 등)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maxqda.com/download/example-data-financial-downturn.zip 

특별히, 그들의 강의서 ”질적 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Using Software in Qualitative Research. 2nd edition 2014, Los 

Angeles/London//New Delhi/Singapore/Washington DC, SAGE Publications Ltd.)”을 위해 만들어진 샘플 데이터 세트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준 크리스티나 실버(Christina Silver)와 안 르윈스(Ann Lewins)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http://www.maxqda.com/download/example-data-financial-downturn.zip


 

 

입문자를 위한 MAXQDA – 1일용 교육 과정 개요   

이 개요는 일반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기본 단계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하의 주제를 다룰 줄 알고, 참가자들이 

직접 MAXQDA를 사용해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a. 네 개의 창 – 네 개의 작업 공간  

b. 리본 메뉴와 툴 팁 

 

2. 새 프로젝트 생성하기 및 데이터 불러오기  

a.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기  

b. 데이터 불러오기  

c. 문서 그룹에 데이터 구성하기  

d. MAXQDA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알아보기 (텍스트, PDF, 기록, 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설문조사, 트위터, 유튜브, 웹사이트, 서적 등)   

 

3. 데이터 보기와 편집하기 

a. “문서 브라우저”에서 문서 보기 

b. 편집 모드에서 데이터 편집하기 

 

4. 데이터 코딩하기 및 코드 관리 

a. 코드 생성하기 

b. 코딩 옵션 

i. 기존의 코드로 세그먼트 끌어다 놓기 (drag & drop) 

ii. 세그먼트 선택 및 새로운 코드 생성하기  

iii. 세그먼트 선택 및 In-Vivo 코드 생성하기  

iv. 오픈 코딩, 색상 코딩 및 이모티콘 코드 코딩 

c. 코드 색상 변경하기  

d. 코드 시스템 관리하기  

i. 끌어다 놓기를 사용한 코드 시스템 재정렬  

ii. 코딩된 세그멘트와 코드를 이동, 복사 및 병합하기 

 

5. 코딩된 세그먼트 검색하기   

a. 문서 및 코드 활성화하기  

b. ”검색 된 세그먼트(Retrieved Segments)” 창 옵션 

c. 표 보기(검색 된 세그먼트의 개요)에서 검색 된 세그멘트 보기 

 

 



 

 

6. 메모를 이용해 작업하기 

a. 메모 생성하기: 문서 메모, 코드 메모, 텍스트 메모 및 자유로운 메모   

b. 문서 옆 메모 표시  

c. 메모 관리자 

 

7. 어휘 검색  

a. 키워드 검색하기  

b. 검색 결과 자동 코딩 

 

8. 내보내기 옵션  

a. 검색된 세그먼트 내보내기  

b. 기타 내보내기 옵션 (보고서 메뉴 탭)  

 

9. 도움 찾기   

a. 도움말 – MAXQDA 2020 시작하기에서 무료 매뉴얼 및 교육 비디오  

b. MAXQDA 웹사이트의 무료 매뉴얼 및 교육 비디오  

 

 

만약 강의 시간이 남았다면, 기록하기(Transcription), 시각적 도구, 변수 작업 및 MAXQDA의 팀워크 기능 등의 

부가적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 옵션  

1. MAXQDA 무료 교육 자료   

a. 시작하기 가이드: maxqda.com/learn-maxqda/get-started 

b. 무료 입문 웹 세미나(webinars): maxqda.com/learn-maxqda/live-training 

2. MAXQDA 전문 트레이너 및 워크샵  

a. MAXQDA 전문 트레이너: maxqda.com/learn-maxqda/maxqda-professional-trainer 

b. MAXQDA 오픈 워크샵: maxqda.com/live-training 

MAXQDA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1. MAXQDA 리서치 네트워크 (Research Network): maxqda.de/research-network  

2. MAXQDA 전 사용자 포럼 (User Forum): maxqda.de/support/forum/viewforum.php?f=6 

3. MAXQDA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mqic-berlin.de/ 

4. MAXQDA 리서치 블로그 (Research Blog): maxqda.com/blog  

5. MAXQDA 링크드인 그룹 (User Group in LinkedIn): linkedin.com/groups/8510703/ 

 

관련 서적: Qualitative Analysis  

MAXQDA는 많은 방법론적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 및 분석적 연구에 관한 기본 정보 소개를 

여러분의 워크샵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MAXQDA의 저자인 우도 쿠카르츠(Udo Kuckartz) 교수와 슈테판 

레디커(Stefan Rädiker) 박사가 집필한 다음의 서적들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XQDA를 활용한 질적 데이터 분석하기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우도 쿠카르츠 교수 및 슈테판 레디커 박사 공저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MAXQDA를 활용한 질적 및 통합적 방법 데이터 분석하기 

이 책은 MAXQDA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적 및 통합적 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초 이론, 담론 분석 및 질적 내용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과 접근 방법의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록(transcription), 코딩 프레임 작성, 시각화, 비디오 분석, 개념 맵, 그룹 비교 

및 문헌 리뷰 생성하기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교육 및 사회 과학, 심리학, 공중 

보건, 비즈니스 또는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질적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 및 실무자 뿐만 아니라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maxqda.com/learn-maxqda/get-started
https://www.maxqda.com/learn-maxqda/live-training
https://www.maxqda.com/learn-maxqda/maxqda-professional-trainer
https://www.maxqda.com/live-training
https://www.maxqda.de/research-network
https://www.maxqda.de/support/forum/viewforum.php?f=6
http://www.mqic-berlin.de/
https://www.maxqda.com/blog
https://www.linkedin.com/groups/8510703/


 

 

 

 

질적 텍스트 분석 

방법, 실습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  

우도 쿠카르츠 저 

SAGE Publications, London, 2014 

 

 

내러티브, 인터뷰, 필드 노트 또는 포커스 그룹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질적 텍스트 분석은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에 이상적이며, 이 책은 방법 및 이론적 토대에 대한 실습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제, 평가 및 유형 작성(Type-building)의 세 가지 주요 질적 텍스트 분석 유형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안합니다. 특히 눈 여겨 볼 점은 어떻게 결과를 제시(present)할 수 있는가, 

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텍스트 분석에서 높이 권장되는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언어적 

데이터 기록부터 시각적 결과를 제시하는 데 까지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 과학 분야를 다루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연락처 

 

워크샵 구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research.network@maxqda.com.  

 

 

mailto:research.network@maxqd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