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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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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
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
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

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
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

ㆍ

ㆍ

도록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

「

」

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ㆍ사회통계」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이번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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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은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조사표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사표 평가 방법이다. 이 연구는 현장에서 인지면접
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할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인지면접 기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절에서는 인지면접의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2절은 인지
면접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응답과정에 대해 기술했다. 3절은 인지면접에서 주로 활용
되는 기법을 소개했고, 4절에서는 인지면접의 수행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했다. 특히 3
절과 4절은 실제로 인지면접을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
들이 조사표 개발이나 개선과정에 인지면접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요 용어 :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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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은 조사표 평가방법의 하나로,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응답하면서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조사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Willis, 2005). 조사표(questionnaire)는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도
출하는 일차적인 도구로서 응답의 정확성과 조사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지면접은 1980년대 등장한 조사방법론 분야에 인지심리학 이론을 도입한 CASM
(Cognitive Aspects of Survey Methodology) 운동을 근간으로 한다. CASM은 인지심리학에
서 연구한 인간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조사 응답과정에 응용한 것으로, 응답이 단
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과 달리 일련의 인지과정 혹은 정보처리과정을 요한다는 것을 주
요 원리로 한다. CASM은 1983년 미국과 1984년 독일에서 개최된 두 번의 세미나를 통
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1) 특히 1983년 세미나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
은 Tourangeau(1984)가 제안한 조사 응답과정의 4단계 모델이다(Willis, 2005). 이 조사 응
답과정 모델은 응답자의 응답방식과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Belli et al., 2007; Bradburn et al., 1987; Jabine et al., 1984; Jobe & Mingay, 1991;
Tourangeau, 2003: 박현주·이승희, 2017에서 재인용). 응답과정 모델을 도입하면서 응답
오류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인지면접은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응답과정의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응답자의 언어적인 보
고(verbal reporting)2)를 통해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유무와 오차발생 단계를 파악
한다.
인지면접은 조사표 평가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학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인간의 인지
과정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역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질적 연구방법을 조사표 평가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지면접
이 객관적인 사전평가(pretesting) 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DeMaio &
Landreth, 2004; DeMaio, Mathiowetz, Rothgeb, Beach, & Durant, 1993; Hess & Singer,
1995). 연구자들은 인지면접이 조사표 사전평가 방법으로 유효한지 증명하기 위해 기존

1) 1983년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는 Advanced Research Seminar on Cognitive Aspects of Survey Methodology이
고, 1984년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Conference on Social Information Proceeding and Survey Methodology
이다(Willis, 2005).
2) Ericsson과 Simon(1980)은 사람들의 언어적인 보고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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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려진 다른 사전평가 방법(전문가검토, 행동코딩 등)과 비교하고, 체계적인 인지면접
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Bolton, 1993; Conrad & Blair, 1996, 2009; Hughes,
2004; Presser & Blair, 1994; Rothegeb, Willis, & Forsyth, 2005; Willis & Schechter, 1997;
Willis, Schechter, & Whitaker, 1999). 예를 들어, Conrad와 Blair(1996)는 인지면접이 가진
주관성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인지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응답과정에 따라 어휘와
관련한 문제, 논리성과 관련한 문제, 연산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구분하는 코딩 체계를
제안하였다.
한편, 인지면접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서구
문화권(Western culture)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서구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의 의사소통 방
식의 차이가 인지면접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저맥락 문화권(low-context culture)에서는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반면, 중국
어나 한국어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시아의 고맥락 문화권(high-context culture)에서는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배경 등이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Park, Sha와 Pan(2014)은 한국어로 진행된 인지면접이 영어를 사용한
인지면접과 마찬가지로 조사표의 문제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
인지면접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영어 인지면접에서 문제로 인식된 내용 중 대부
분이 한국어 인지면접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영어권 문
화에서 수행되는 인지면접이 조사표 사전평가 방법으로서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인지면접 실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
를 들어, 누구를 인지면접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 인지면접 참가자를 모집하는 효율적
인 방법은 무엇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면접이 바람직한 것인지, 효과적인 인지
면접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었다(Goerman, et al., 2018; Pan et
al., 2010; Park & Goerman 2018; Park, Goerman, & Sha, 2017; Park & Sha, 2014; Park,
Sha, & Olmsted, 2016; Park, Sha, & Pan, 2014; Park, Sha, & Willis, 2016).
이 연구는 현장에서 인지면접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문은 인지면접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조사 응답과정에 대해 소개한 후,
인지면접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과 인지면접의 수행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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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응답과정
이 절에서는 CASM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조사 응답과정에 대해 다룬다. 응답과정
이론 중 가장 간단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Tourangeau(1984)의 4단계 모델과 이와
연계된 측정오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 응답과정 모델은 인지면접에
서 응답자의 응답과정을 파악하고 오차 발생을 검토하는 기본 틀이 된다. Tourangeau
(1984)의 4단계 모델에 따르면 응답과정은 질문 이해(comprehension), 정보 인출(retrieval),
정보의 판단(judgment), 응답보고(response)로 구분된다.3) 각 단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4)
(1단계: 질문 이해) 질문 이해는 응답자가 질문과 관련한 안내 사항에 주목하고 질문
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 즉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응답자가 조사기획자의 의도대로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여러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간단해
보이는 단어조차 본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조사기획자가 의
도한 대로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측정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긴 문장, 모호한 개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이
응답자의 질문 이해와 응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다.

(2단계: 정보 인출) 정보 인출은 응답자가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를 인출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응답자는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부터 질문 응답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즉 적절한 회상 전략을 선택하고, 특정 사건의 회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 기억을 상기하며, 추론을 통해 단편적인 기억을 조합
해내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 단계와 관련한 문제로, 조사 시점과 인출해야 하는 사건 발생 시점 간 차이가 크
거나,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응답의 정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질문에 포함된 단어나 표현 방식 등이 인출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이 외에 망원경 현상(telescoping)과 같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망원경 현상은

3) 조사 응답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나, 이해, 인출, 판단, 응답의 4단계가 가장 기본적이다.
4) 박현주·이승희(2017)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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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참조기간이 아닌 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억하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정보를 회상하지 못하거나 실제보다 과다보고(over-reporting)하는 경우가 있다.
(3단계: 정보의 판단) 이 단계는 정보 인출 단계에서 찾은 내용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맞는지 판단하고, 정보를 통합하거나 보충하여 질문이 요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지난 6월과 8월에 의사를 방문한 사실을 기억
해 냈지만, 질문은 지난 6개월 동안 의사를 방문한 횟수를 묻는다면, 이 기억을 바탕으
로 기간에 따른 의사 방문 횟수를 합산하여 질문에 적합한 응답을 산출한다.
이 단계에서 응답자는 질문에 언급된 행동의 횟수를 계산하여 응답하는 열거(enumeration)
전략을 사용하거나, 사건 발생의 평균 빈도나 막연한 느낌을 수량화하는 추정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응답자는 정확한 응답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많은 오류
를 범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열거를 통한 응답은 망각에 의한 누락(omission)이 발생하
고, 추정하여 응답한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다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는 사건이라도 예외 상황의 고려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질문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행동이나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태도나 의견에 관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다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질문에
서 묻는 사안이 응답자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내용이어서 명확한 의견이 형성되어 있다
면 별도의 인지적 처리 과정 없이 바로 응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인 경우 응답자들은 사소한 질문의 차이나 주어진 보기의 순서에도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다.

(4단계: 응답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응답자는 적절한 답을 선택하고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찾은 응답을 제시된 척도나 응답항목 등에 적용하여
적절한 응답을 찾아내는 과정과(mapping), 응답의 일관성 혹은 사회적인 용인 가능성
(acceptability) 등을 염두에 두고 이전 단계에서 생각했던 응답을 고의로 변경(editing)하
는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응답자가 응답할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응답이
제시된 응답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주어진 응답항목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응답의 형식(format)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주관식의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인가 혹은 객관식의 폐쇄형 질문
(closed-ended question)인가, 폐쇄형 질문 중에서도 리커트 형태의 척도(Liker-type scale)인
가, 다지선다형의 범주화된 응답항목을 사용하는가 등에 따라 응답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 이 과정은 정보의 판단 단계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판단한 응답내용에 확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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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제시된 응답 형식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편, 이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응답자의 고의적인 응답변경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두드러진 주제에서 자주 관찰된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는 조사내용은 재산, 소
득, 세금, 빚 등 경제활동에 관한 것과, 성생활, 환각제나 마약 등 불법 의약품 사용, 음
주나 흡연, 음주 운전, 탈세, 범죄나 폭력 행동, 아동 학대, 수감 경험, 개인 파산 경험,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등의 부패 행동 경험 등 민감한 주제를 포함한 경우이다. 흥미
로운 사실은 기부, 봉사 활동, 도서관 카드 보유, 교회 출석, 투표 참여, 지역 사회 활동,
안전벨트 착용 등과 같이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라 한다.
조사 응답과정에 관한 Tourangeau(1984)의 4단계 모델이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응
답과정의 4단계를 적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응답자들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응답 단
계를 모두 경험하거나 각 단계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또는 얼마나 정확히 질문에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자의 결정에 따라 이 단계
중 일부는 생략되거나, 각 단계의 활동이 최소한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표 1> 조사 응답과정의 4단계 모델(Tourangeau, 1984)
구분
질문 이해
(comprehension)
정보 인출
(retrieval)

정보의 판단
(judgment)

과업

▪ 질문과 관련 안내 사항에 주목
▪ 질문의 핵심 파악과 이해, 질문의 목적 규명
▪ 장기 기억에서 질문 응답과 관련한 정보를 회상
▪ 이전 단계에서 찾은 정보가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에 맞는지 판단
▪ 필요 시 정보를 통합, 보충 혹은 유추하여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
형태로 변환

▪ 이전 단계에서 찾은 응답을 제시된 척도나 응답항목 등을 참고로
응답보고
(response)

적절한 응답을 선택

▪ 이전 단계에서 찾은 응답을 응답의 일관성 혹은 사회적인 용인 가
능성 등을 위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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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지면접 기법
인지면접에서는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technique)을 적용
할 수 있다. 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각말하기(think-aloud), 프로빙(probing) 등이 있다.

1. 생각말하기
생각말하기(think-aloud)는 조사에 응답하는 동시에 사고과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Ericsson과 Simon(1980)이 개발한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에 기반
을 두고 있다. 프로토콜 분석은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거나 체스두기 등 문제해결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사고의 흐름을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
하는 방법이다. 이후 Loftus(1984)가 프로토콜 분석을 조사표 평가에 적용하면서 인지면
접 기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Willis, 2005).
생각말하기 기법은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면접원은 참가자에게 응답과정을
소리 내어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흐름이나
응답과정을 파악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의사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생각말하기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5) 이 사례에서 참가자는 정확한 방문횟수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문제로 의사를 만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인지, 어떤 의사에 대해 응답
해야 하는지 질문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 생각말하기 사례 1 (Willis, 1999의 내용을 번안함)
면접원: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의사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참가자: 제 생각에 이건 “만나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요. 예
컨대, 제 이웃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사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질문에서는 그런 걸 묻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제외하고요.
보통은 정기 검진을 하려고 일 년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는데요. 그게 일단 한 번
이고, 아, 그리고 작년에 무릎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무릎 통증 때문에 의사를 만
난 게 그게 두 번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상담하고 검사했었고,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검사 결과 듣고 처방받고 했으니 그게 두 번 해서 정기 검진까지 세 번이요.
5) 이 사례는 Willis(1999)에서 발췌하여 번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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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침을 오랫동안 너무 심하게 해서 이비인후과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게
올 초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맞네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 보러 간 거 포함
하면 4번이네요.
아, 그리고, 최근에 몸이 허해졌다고 아내가 보약을 한 재 짓자고 해서 한의사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 사람도 의사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 사람도 확실히 의사인
데, 이 질문에서는 한의사는 의사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한의사를 포함하면 5번인데, 이걸 포함해야 할 지 안 해야 할 지 말 모르겠어서…
또, 몇 번이라고 말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요. 4번 혹은 5번이라고 범위로 이야기
해도 되나요?

생각말하기 기법은 면접원이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원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면접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이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전적으로 참가자
의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숙달 정도 등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보고내용의 양이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 주제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응답과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므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드는 인지부담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생각하면서 동시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어서
언어 표현이 능숙한 참가자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가자 훈련이 필요하다. 아래 제시된 ‘생각말하기 사례 2’는 참가자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 생각말하기 사례 2 (Lenzner & Neue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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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생각말하기 훈련을 위한 연습 질문이다. 생각말하기를 수행하
기 전에 참가자가 할 일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도록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 생각말하기 연습 질문 사례(Willis, 1994; Willis, 1999의 내용을 번안함)
질문: 귀하의 집에는 창문이 몇 개 있습니까?
연습: 현재 당신이 사는 곳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곳에 얼마나 많은 창문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 수를 세면서,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보고 있는 것
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 프로빙
프로빙(probing)6)은 질문을 통해 응답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법이다. 면접원은
응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문의 의미를 연구자의 의도와 동일하게 이해했는지, 질문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참가자에게
질문한다.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까?”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부터
“이 질문에 나온 지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6) 해당 기법은 국내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선
미·김기숙·은영·홍선우·김진실(2013)은 Willis(2005)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두 탐색’으로
기술하였고, 박영실·박현정·윤연옥(2013)은 ‘캐어묻기’로 서술하였다. 최근 박현주·이승희(2017)는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프로빙’으로 표기하였다. 여기서는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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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인지면접 기법 적용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목적과 모집단의 특성
을 고려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조사항목에 포함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단어
와 관련된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질문할 수 있고(“여기에서 OO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어요?” 또는 “질문에서 무엇에 대해 묻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주어진 참조
기간(응답하기 위해 떠올려야 하는 기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
다(일반적인 프로빙으로 “왜 이렇게 응답하셨나요?” 또는 “이 질문에 답하실 때 어떤 기
간을 생각하셨나요?”). 뿐만 아니라 응답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OO라고 응답하셨는데요. 응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또는 “이 질
문에 응답하는 게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자주 사용되는 프로빙으로 “어떻게 이 응답을 하게 되었나요?”와 같은 절차 지향적
프로빙(procedure-oriented probing),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의미 지향적 프로빙(meaning-oriented probing), “이 질문을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해 주시
겠어요?”와 같은 바꾸어 말하기 프로빙(paraphrasing probing) 등이 있다. 아래 <표 2>에
인지면접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빙의 유형과 질문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프로빙 유형과 질문의 예
프로빙 유형

프로빙 질문

일반적 프로빙
(general probe)

어떻게 이 답을 하게 되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 특정 기간을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 [망설이는/잠시 멈칫하는/웃는/ .] 것 같던데
왜 그러셨어요?
응답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해 프로빙
(Comprehension probe)
바꾸어 말하기
(Paraphrasing probe)
민감성 프로빙
(Sensitivity probe)

…

여기에서 OO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어요?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해 보시겠어요?
혹시 염려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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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빙 유형

프로빙 질문

비교 프로빙
(Comparison probe)

A와 B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A와 B 질문은 다른 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사한 질문
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가 프로빙
(Evaluative probe)
회상 프로빙
(Recall probe)
선호 프로빙
(Preference probe)
확신 프로빙
(Confidence judgment probe)
가상의 프로빙
(Hypothetical probe)

이 질문에 나온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셨어요?

이 중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나요?
본인이 OO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것 같은가요? 왜 그렇게 응답했나요?

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실제 조사표를 평가하면서 적용한 프로빙 질문이다. 한 항목
에 다양한 프로빙 유형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 프로빙 사례 1 (박주언·박선희, 2017)

(일반적 프로빙 질문)
(

)를 응답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

각하셨나요?
(이해 프로빙 질문)
환경보호 부담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
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어요?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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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빙 사례 2 (박주언·박선희, 2018)

(일반적 프로빙 질문)
(

)를 응답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

각하셨나요?
(이해 프로빙 질문)
‘가정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 프로빙 사례 3 (박선희·박주언, 2016)
문26. 귀하는 본인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불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한다
(일반적 프로빙 질문) 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민감성 프로빙 질문) 응답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까?

◼ 프로빙 사례 4 (박선희·박주언, 2016)
문31.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이 폭력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② 여성이 폭력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③ 여성이 폭력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④ 여성이 폭력상황이 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32.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폭력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
③ 폭력 수준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② 폭력 수준이 심각한 편이다
④ 폭력 수준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

(비교 프로빙 질문) 31번과 32번 질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31번과 32번 응답 다를 경우) 응답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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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빙 사례 5 (박주언·박선희, 2018)

(일반적 프로빙 질문)
(

), (

), (

)를 응답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평가 프로빙 질문)
응답하신 항목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신 내용을 잘 표현
한다고 생각하세요?

◼ 프로빙 사례 6 (박선희·박주언, 2016)
문9. 귀하는 본인을 위해서 배우자와 상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약

만원

(확신 프로빙 질문) 응답내용은 정확한가요?
(일반적 프로빙 질문) 산출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프로빙 사례 7 (박선희·박주언, 2018)
(가상의 프로빙 질문)
만약 출생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현재 한국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국일은 어떻
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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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빙 사례 8 (박선희·박주언, 2018)

A형

B형

(회상 프로빙 질문)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을 어떻게 기억하셨나요?
(확신 프로빙 질문) (B형) 2018년 9월 2일에 집에서 출발한 시각을 얼마나 확신하세요?
(비교 프로빙 질문)7) 두 유형의 차이가 느껴졌나요?
(선호 프로빙 질문) 두 유형 중 더 선호하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가. 프로빙 시점에 따른 구분
프로빙은 면접원의 개입시점에 따라 동시 프로빙(concurrent probing)과 회고적 프로
빙(retrospective probing)으로 구분된다. 동시 프로빙은 응답과 동시에 프로빙을 진행하는
형태로,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한 후 그와 관련한 프로빙 질문을 하고 이후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반면, 회고적 프로빙은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이 끝난 후 프로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동시 프로빙은 응답과 프로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 응답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면접원의 프로빙 개입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7번이라고 응답한 참가자에게 프로빙을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7
번 하셨다고 응답했는데, 어떻게 횟수를 산출하신 건가요?”라고 질문하고, 참가자가 “오
7) 유사한
화시킬
시해야
평가한

형태의 질문의 차이를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에게 질문을 제시하는 순서를 역균형
필요가 있다. 즉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A형을 먼저 제시했다면, 나머지 절반에게는 B형을 먼저 제
학습효과 등 순서효과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두 유형의 조사표(A형/B형)를
박선희와 박주언(2018)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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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기준으로 지난 7일 동안 아침을 얼마나 먹었는지 일일이 회상하여 횟수를 세었다”
고 응답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제시된 질문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식사
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라면, 참가자는 이전 질문에 대한 프로빙의 영향을 받아 직관적
으로 응답하는 대신 지난 7일 동안 저녁을 먹은 횟수를 정확히 회상하여 응답할 가능성
이 높다.
반대로 회고적 프로빙은 조사가 종료된 후 인지면접을 시작하므로, 프로빙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응답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
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응답과정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일부 참가자는 “잘 기억나
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
기 위해 실제 응답과정과 다른 정보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시 프로빙 또는 회고적 프로빙의 선택은 조사표의 길이나 인지면접의 목적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동시 프로빙은 조사표의 길이가 길어, 조사 종료 후 프로빙을 할
경우 응답과정을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조사표의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 문제파악을 위해 사용된다. 회고적 프로빙은 이전에 알려진 문제를
재확인하거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동시 프
로빙과 회고적 프로빙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사표 길이가 길 경우, 주제별로 구
분하여 부분적으로 프로빙을 진행하고 다음 부분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나. 프로빙 질문 준비 여부에 따른 구분
프로빙은 미리 질문을 정해두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인지면접 전에
미리 질문을 구성하는 표준화된 구조(standardized construction)와 인지면접 도중에 질문
을 구성하는 비표준화된 구조(nonstandardized construction)로 나뉜다. 표준화된 구조에 따
라 면접원이 미리 프로빙 질문을 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예측된 프로빙(anticipated probe)
이며, 인지면접 중에 면접원이 프로빙 질문을 고안하여 진행하는 것은 즉흥적 프로빙
(spontaneous probe)이다. 즉흥적 프로빙은 경험이 많은 면접원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
나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공통적으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해, 또는 면접원이 진행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프로빙 질문을 미리 구성하고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된 프로빙이 유용한 경우가 많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인지면접은 예측된 프로빙을 기초로 진행하되, 면접진행
도중 응답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적절한 프로빙을 고안하여 즉흥적 프로빙을 진행하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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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빙과 생각말하기의 비교
Willis(1994)은 생각말하기에 비해 프로빙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으며, 생각말하기
보다는 프로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확대되고 있다. 프로빙은 면접원이 주도하기 때문
에 주제를 이탈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문제를 찾기 위
해 오류 가능성이 있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실제 조
사에 응답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원의 영향이 응답에 반영되어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프로빙이 응답과 동
시에 진행되는 경우), 프로빙이 참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활동
이기 때문에 면접원의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에 제시한 <표 3>은 프로빙과 생각
말하기의 특성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3> 생각말하기와 프로빙의 특징 (Willis, 2015)
구분

생각말하기

프로빙

면접원 영향

면접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 낮음

동시 프로빙의 경우, 다음 질문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면접원 교육

참가자를 독려하는 것 외에 특별
한 교육 필요 없음

시의 적절한 프로빙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훈련 필요함

참가자 부담

응답하명서 생각을 소리내어 말해
야 하므로 인지 부담 높음

인지면접 효율성

분석 용이성

질문에 집중하고 생각을 말로 표
현하는 노력 필요
(생각말하기보다 어렵지 않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

프로빙 질문과 응답 시간 소요됨
(생각말하기보다 짧은 시간 소요)

분석에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
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생각말하기보다 짧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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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네트
비네트(vignette)8)는 참가자에게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 상황을 제시한 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묻는 기법이다. 비네트는 프로빙 기법의 일부(가상의
프로빙)로 포함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비네트 기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면접은 비교적 적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
는 과정으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제 조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가능한 한 다양
한 특성을 가진 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네트 기법을 이용해 문제를 확인하기도 한다.
다음 사례는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LAG(Language Assistance
Guide)9)의 한국어 항목 중 하나로 주택 관련 소유 상태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응
답자의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면접에 사용된 비네트 기법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제시된 가상 상황에 대해 첫 번째 보기인 ‘본인 혹은 이 가
구의 다른 사람이 대출(모기지론 등)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노인 응답자(가상 상황에서 김희순 할머니)의 경우 아들 집에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보기를 고를 가능성도 있다.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면접에서
는 이러한 특정 상황에 처한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상의 시나
리오를 제시하고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8) 해당 기법은 프로빙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
례를 살펴보면, 김선미·김기숙·은영·홍선우·김진실(2013)은 Willis(2005)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에서 ‘예제’로 기술하였고, 박영실·박현정·윤연옥(2013)은 ‘상황대입’, 박현주·이승희(2017)는 ‘가상의 시나
리오’로 각각 표기하였다. 여기서는 프로빙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로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9)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미국 센서스(Census)의 표본조사를 연간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 전수조사로 진
행하기에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 센서스 롱 폼(Census Long Form)을 표본조사로 대체하였고, 센서스가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0년대에 들어 연간조사로 전환하였다. 이 조사
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데, 응답자가 이 두 언어로 조사 참여가 곤란할 경우 응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조사표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는 공식적인 한국어 조사표는 아니지만, 자료수집
과정에서 한국어 조사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17

◼ 비네트 기법 적용 사례 1 (미국 지역사회조사 한국어 LAG의 일부10))

<가상의 시나리오>
김희순 할머니는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조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아
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모기지는 아들이 내고 있고, 할머니
는 아들에게 따로 주는 돈 없이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Q. 만약 본인이 김희순 할머니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Q. 왜 이 답을 고르셨나요?

다음 사례는 가구원 관계를 묻는 질문과 이와 관련한 가상상황 및 질문이다. 이 사례

性

는 성( )소수자나 혼전동거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특성이 반영되도록 가구원

性

관계 질문 개선이 요구된 경우이다. 인지면접을 위해 실제 성( )소수자이거나 혼전 동
거 중인 사람들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렵

性

고 성( )소수자이거나 혼전동거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 비네트 기법
을 적용할 수 있다.

10)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ef_nbr=201303-0607-002&icID=3530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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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네트 기법 적용 사례 2 (가구원 관계 항목)11)
<기존질문>

<개선안>

<가상상황 #1>
지연씨는 가장 친한 친구인 윤정씨와 함께 아파트에 삽니다. 이 두 사람은 집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Q. 보기 중에서 지연씨에게 윤정씨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
골라 주세요.
Q. 왜 이 보기를 고르셨나요?

11) 이 질문은 미국 지역사회조사 한국어 LAG에 포함된 가구원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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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상황 #2>
철수씨와 영희씨는 2년째 한 집에서 부부처럼 같이 생활하고 아이도 있지만, 법
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Q. 보기 중에서 철수씨에게 영희씨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
골라 주세요.
Q. 왜 이 보기를 고르셨나요?
<가상상황 #3>
성훈씨와 민호씨는 둘 다 남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다가, 두 사
람이 사는 지역에서 이런 커플들의 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Q. 보기 중에서 성훈씨에게 민호씨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Q. 왜 이 보기를 고르셨나요?
<가상상황 #4>
민정이란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엄마입니다. 하지만 민정이
엄마가 많이 아파서 민정이를 돌볼 수가 없고, 가까운 친척도 민정이를 돌볼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민정이 엄마의 친구가 민정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Q. 보기 중에서 그 어른에게 민정이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Q. 왜 이 보기를 고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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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상황 #5>
미경씨는 숙희씨 집의 방 하나를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미경씨는 하루에 두 끼
씩 숙희씨가 준비한 식사를 먹기로 하고, 그에 대한 식비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Q. 보기 중에서 미경씨에게 숙희씨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Q. 왜 이 보기를 고르셨나요?

비네트 기법을 적용할 때는 가능한 간단하고 연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포
함된 가상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상황에 대해 여러 복잡한 내용을 함
께 떠올리게 되어 정확한 응답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비네트 기법을 적용한 목적은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제시된 보
기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원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
는 다른 사항(예, 가구원 1을 누구로 정하는가)은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가
상상황 제시 후 질문으로 “이 사람은 가구원 1과 어떤 관계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OO
에게 XX는 어떤 관계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질문하고 있어, ‘가
구원1’에 대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특히 가구원 관계에 대한 사례처럼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등장인
물들의 이름이 중첩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제시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남자 등장인물이 제시된 경우, 다음 시나리오에서 동일 이름 가진 사
람이 등장하면 남자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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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지면접의 실제
인지면접의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준비, 수행, 분석 및 보고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표를 분석하여 인지면접에서 다룰 내용을 검토하고, 참가자를 모
집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실시하고, 인지면접을
실시한 후에는 결과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진행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1]은 ‘예측된
프로빙’을 적용한 인지면접 사례로, 인지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프로빙 지침 작성이 포
함되어 있다.

[그림 1] 전반적인 과정: 준비, 수행, 분석
인지면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표를 분석하여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조사표 평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예
측된 프로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준비 단계에서 프로빙 지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해야 한다. 프로빙 지침 작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면접 기법에서 다루었으므
로, 여기서는 참가자 모집 과정부터 기술한다.

1. 참가자 모집 및 선정
가. 참가자 특성
인지면접의 목적은 대규모 조사에 앞서 응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파
악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면접 대상은 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답대상
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조사에 참여할 응답대상이 만 18세에서
65세 성인이라면 인지면접 참가자도 만 18세에서 65세 성인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앞서 언급한 미국지역사회조사 LAG 연구의 인지면접 참가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
어 구사가 불편한 한국어 사용자였는데, 이는 영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한국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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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LAG를 요청하지 않고 영어로 된 조사표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지면접에서는 조사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을 살
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의 응답대상 범위 안에서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이 다
양하도록 참가자를 할당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 사람은
비슷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소규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
는 인지면접이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다. 실제로 특별한 조건 없이 인지면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면, 시간 여유가 많은 전
업 주부나 학생, 은퇴한 50-60대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표 개선의 목적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높은 사람 등 인지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응답결과에 따라 이후 질문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 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유사한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하면, 응답자들의 질문 이동경로가 유사
하게 되어 인지면접에 포함되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조사의 주제나 인지면접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에 한정된 참가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에 대한 조사라면, 각종 사회 복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 있는 사람을 참가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문 용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배
경지식이 있는 참가자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유아의 사교육 비용에 대한 조사로, 응답자의 특성이 아닌 유
아의 특성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구분했다(<표 4>)). 실제 응답대상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부모지만, 유아 부모의 특성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할당하지 않은 이유는 응답
대상인 유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하고, 유아의 나이와 이용하는 교육기관의 종
류에 따라 사교육 행태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참가자 그룹에 일
정 인원이 확보된 후에는 사교육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 5세와 만 4세 유아
의 사례를 추가하여 다양한 사교육 상황에 대한 사례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4> 유아 사교육비조사 2차 인지면접 참가자
(단위: 명)

전체
참가자 수

38

유아 성별

유아 나이(만)

유아 교육기관

남

여

3세

4세

5세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양육

15

23

9

11

18

15

18

5

출처 : 박선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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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 수
몇 명을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할 것인가? Blair와 Conrad(2011)는 적정 참가자 수
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가 많은 210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90명
을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수행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
지면접을 수행한 후 발견한 조사항목의 문제는 46.7개였고, 1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한 경우에는 93.5개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의 절반 정도를 발견하였다. 또한 인지면접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는 참가자가 5명인 경우에 인지면접당 9.34개, 참가자가 15명인 경
우에는 인지면접당 6.23개, 참가자가 50명인 경우에는 인지면접 당3.40개 수준으로, 추가
로 발견되는 문제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참가자 누적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수행할수록 다양한 문제에 접
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지면접 상황에서는 Blair와 Conrad(2011)의 연
구와 달리 조사표의 문제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문제의 개수보다는 예산이나 연구기간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Willis(2005)는 많은 경우에 1회당 15명에서 3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 적은 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가? 인
지면접 참가자가 적을수록 인지면접에서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했더라도, 공통적인 어려움을
보였다면, 이는 해당 항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지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보다는 적은 수의 참가자라도 인지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것은 분명하다.
Willis(2005)는 한 번도 평가된 적 없는 조사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복평가(iterative
approach)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과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1회(round)에 20명에 대한 인지면접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2회에 걸쳐 10명씩 나누어 인지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첫 회에 조사표 초
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한 후, 다시 수정된 조사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식
이기 때문이다.
[그림 2]에 제시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조사표 인지면접을 진행한 경우다. 이 사례에
서 인지면접 결과는 신규 조사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관계자와 협의회를 진행
하는 동안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협의회에서 조사표 설계안으로 결
정한 사항을 인지면접을 통해 단기간에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
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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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선희 박주언, 2017.

[그림 2] 조사표 개발 과정에서 반복 인지면접 진행 사례

다. 참가자 모집
인지면접 참가자 모집을 위한 광고에는 인지면접 수행 기관과 인지면접에 대한 간단
한 소개, 소요시간 및 참가에 따른 보상,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지면접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가자 선정기준이 있더라도(예, 고
졸 30대 남성), 모집 광고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지면접 참가 사
례비를 얻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꾸며 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전화로 참가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인지면접에서 요구되는 참가자 특
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지면접 참가자로 60대
고졸 여성을 찾고 있는 경우에, 전화를 한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사람은 60대 고졸 여성이어서 참가하실 수 없습니
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연구과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연구 참여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연구 참여로 주어지는 사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
수의 특별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면접이나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참여 자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 또한 성 소수자, 희귀
질병 보유자 등 일반적으로 찾기 힘든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광고(mass
communication)보다는 구전(word-of-mouth) 등을 통한 눈덩이 표집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Park & Sh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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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자 선정
참가자가 모집되면 인지면접 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참가자는 목표 인원보다
10% 정도 여유있게 선정하거나 몇 차례에 나누어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선정된 참가
자가 인지면접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 할당 인원을 고정
하기보다는 범위로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지면접에 적합한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사전조사표를 작성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전조사표는 참가인원 할당에 필요한 참가자 특성 정보(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 등을 포함한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된다. 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
사표 예시는 <부록 1>을 참고하면 된다.

2. 인지면접을 위한 준비
가. 인지면접 장소
인지면접은 보통 소음과 방해자극이 없고 면접내용의 비밀유지가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된다. 통계청의 경우, ‘조사표 연구센터’라는 조사표 평가를 위한 별도 공간이 있으
며, 주로 참가자가 조사표 연구센터로 방문하여 인지면접을 진행한다. 조사표 연구센터
는 일방향 거울(one-way mirror)이 있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영상 녹화 장

․

비가 구비되어 있어 인지면접 내용을 녹음 녹화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 조사
표 연구센터 평면도와 인지면접을 진행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표 연구센터 구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참가자가 집중할 수 있고 면
접내용의 비밀유지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인지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참
가자가 조사표 연구센터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예, 사업체 조사)에는 면접원이 참가자
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가능한 인지면접 진행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추천
한다.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인지면접의 경우 참가자가 면접에 집중할 수 있고 제3자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자연스럽고 참가자가 긴장하여 면접 초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실험실이 아닌 일상생활 장소에서 진행하는 인지면접은 자연스
러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제3자의 관찰이 힘들고 참가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요소들
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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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사표 연구센터 평면도

[그림 4] 인지면접 진행 장면

나. 준비 서류
인지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준비서류의 목록은 연구
수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표 5>)).
<표 5> 인지면접에 필요한 서류
자료 내용

제공 시점

참가자 모집 공고문
사전조사표

참가자 모집 및 선정 단계

인지면접 안내 자료
연구참가 동의서

인지면접 실시 전

연구참가 사례비 영수증

인지면접 종료 후

[그림 5]에 제시한 인지면접 진행 절차 사례를 보면 각 서류가 제시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 후 인지면접을 진행한 회
고적 프로빙 예다.
이 중 모집 공고문과 사전조사표는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로, 참가자 모
집 부분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인지면접 안내 자료와 연구참가 동의서는 인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27

지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다.
일반적으로 인지면접 안내 자
료에는 인지면접의 목적과 참가자
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기술하여,
참가자가 인지면접 참여를 준비할
[그림 5] 인지면접 진행 절차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인지면접
안내 자료를 숙지한 후 연구참가
동의서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

․
우에는 녹음․녹화에 대한 동의 등이 포함된다. 연구참여 동의와 녹음․녹화에 대한 동
의를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참여는 원하나 녹음․녹화를 원치 않을 경우
는데, 연구참가 동의서에는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에 대한 동의, 녹음 녹화가 진행될 경

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면접원이 수기로 면접 내용을 기록하면서 면접을 진행해
야 한다. 인지면접 안내자료와 연구참가 동의서 예시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인지면접을 마친 후에는 사례비 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사례비 지급 서류는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연구 종료 후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인지면접과 사례
비 지급 시점의 간격이 큰 경우)에는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

3. 인지면접 수행
인지면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행 가이드라인 작성과 면접
원 교육이다.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면접원이라면 진행 가이드라인에 크게 의존하지 않
고 참가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험이 많지 않은 면접원은 진
행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작성하여 인지면접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
다. 또한 숙련된 면접원이라도 핵심 사항을 잊지 않도록 인지면접의 절차와 핵심 사항을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가. 인지면접 진행 가이드라인
인지면접 경험이 많지 않은 면접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활동 내용에 익
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한 후부터 인지면접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작성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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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행 가이드라인은 참가자에게 준비된 서류를 제시하는 시

․

점, 녹음 녹화기기를 작동하는 시점 등 세부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절차에 따라 작성하
는 것이 좋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면접원은 예측된 프로빙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측된 프로빙 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응답 어려움이
예측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빙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프로빙 질문을 작성하기 위해 인지면접 전에 전문가검토12)를 거쳐 조사표에서 개
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록 3>은 미국 지역사회조사 LAG의 인지면접 진행 가이드라인이다. 참가자를 만
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빙 기법을 적용하여 인지면접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

나. 면접원 교육
인지면접에 필요한 면접원의 수는 진행해야 할 총 인지면접 수행 횟수에 따라 달라
진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면접원이 인지면접을 진행한 경우,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관점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면접원이 인지면접을 진
행한 경우에는 진행과정이 일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접원의 행동이나 반응이
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 분석을 위해 공통된 평가기준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상적인 면접원은 조사 방법론이나 인지 심리학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조사
표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지면접 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
한다면, 이론적 지식이 없어도 면접 수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오히려 면접원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참가자의 응답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참가자가 표현
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또한 참가자의 응답에 이어 적절한 추
가 질문을 함으로써 참가자가 충분히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인지면접에 앞서 면접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면접원 교육은 인지면접
의 기본 이론, 인지면접 대상 인원, 인지면접 진행 기법, 조사표 구성 및 개요, 인지면접
요약 보고서 작성 요령, 모의 인지면접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은 모의 인지면

12) 전문가검토(expert review)는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사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조사표 설계 전
문가는 질문의 구조나 용어, 응답범주 구성, 질문순서나 조사표 흐름들을 검토한다. 또한 주제 전문가는
조사의 목적에 부함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박영실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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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다. 모의 인지면접은 1:1로 진행되거나(paired mock interview), 소규모의 그룹을 구성
하여 돌아가면서 면접원과 응답자 역할을 정해 진행되기도 한다(round robin interview).
모의 인지면접을 할 때에는, 실제와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의 인지
면접을 통해 인지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다. 인지면접 진행 시간
참가자와 면접원의 피로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이다. 불가피한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인지면접은 가능하지만, 그 이
상의 면접은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인지면접 전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지면
접 연습 시간 등을 포함하여 30분 정도의 여유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라. 참가자와의 라포 형성
인지면접을 시작할 때는 면접원과 면접 참가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라포(Rapport) 형성이라고 하는데, 면접원은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지면
접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특히 한국
인의 경우 문화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자
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참가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
지면접의 목적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인지면접을 위한 연습
대부분의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인지면접 중에 진행되는 활동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
서 면접원은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각말하기나 프로빙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연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 면접원은 이후 참가자가 보일 수 있는 어
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면접원의 스타일에 맞는 프로빙을 찾아내기도 하며, 면접의 방향
을 조정할 수도 있다.
연습과정에 포함되는 질문은 실제 조사항목과 유사한 형태이나, 동일한 항목은 아닌
것이어야 한다. 실제 조사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습을 진행할 경우 이후 인지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습은 참가자에게 프로빙 질문을 한 후, 참가자의 반응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양방향 연습 방식을 추천한다(Park, Goerman, & Sha, 2017).
아래에 일방향 연습과 양방향 연습의 예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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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향 연습 예시
면접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께요. 만약 설문지에 “귀하의 집에는 텔
레비전이 몇 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1”이라고 답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문지 작성을 다 끝낸 후 “1”이란 응답에 대해 좀 더 말씀해달라고
여쭤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물으면, 그 질문에 왜 그렇게
답하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집에는 내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이 한 대 있어요. 오래된 텔레비전이 한 대 더 있기는 한데, 고
장 나서 작동이 안되거든요. 여기선, 작동되는 것만 묻는 거 같아서 한 대로 대답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 양방향 연습 예시
면접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익숙해지실 수 있게 연습부터 한 번 해 볼게
요.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의사를 몇 번 만나셨나요?”
참가자: 음... 한 5번이요.
면접원: 어떻게 이렇게 답하시게 되셨어요?
참가자: 방금 전에, 의사를 몇 번 만났냐고 물어서... 의사 만난 회수를 세었어요.
면접원: 아, 이 질문에 답하실 때 어떤 걸 떠올리면서 5번이라고 답하신 거냐구요?
참가자: 지난달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갔고요. 여름에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갔었는데,
큰 병원 다시 가 보라고, 가서 검사 받고 해서 한 번 더 갔고. 그렇게 3번에 제가
원래 고혈압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총 5번이요.
면접원: 아, 네. 질문 중에 “지난 한 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간을 생각하셨어요?
참가자: 네. 지금이 2018년 11월이니까,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를 생각했죠.
면접원: 아, 그러셨군요. 대답할 때 좀 헛갈렸다거나 한 건 없으셨구요?
참가자: 헛갈린 건 아닌데,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서, 제가 손주를 봐주거든요. 그래서
손자 소아과도 몇 번 데리고 갔는데… 내가 아파서 간 건 아니니까…… 잠깐 동안
이것도 쳐야 하나? 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거 같아서 이야기 하려다 말았어요.
면접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5번요’ 하시지 말고,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이해하는 게 모두 다르니까요.
여러 인터뷰를 하다 보니, “지난 한 해”라는 말을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이라고
생각하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방금처럼 지난 12개월로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사”라는 단어의 경우도 한의사 같은 분들도 답에 포함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OO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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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지 찾고,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결과분석 및 보고
인지면접 결과분석의 최종 목적은 조사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

․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면접을 종료한 후, 결과를 정리 요약하고 참가자 간 또는 참
가자 그룹 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는 요약보고서
와 전체보고서로 구분된다. 요약보고서는 참가자와의 면접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기록이
다. 요약보고서는 인지면접을 마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할 것을 추천한다. 인지면접
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하는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요약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지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된

․

다. 인지면접을 진행하면서 면담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녹음 녹화를 동의하지 않는 참
가자의 면접내용 정리에는 필수적이다. 또한 기계 결함으로 녹음에 이상이 생기거나 녹
음 품질이 나쁜 경우 면접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인지면접을 진행하
면서 면접내용을 기록하고 면접 후 가능한 한 빨리 면접내용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작
성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요약보고서만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전체 보고서가 요구되지 않
거나 조사표 개선안을 구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요약보고서를 바
탕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다. 이는 요약보고서에 참가자의 반응이 정확히 드
러나고 참가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내용이 기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
서 인지면접 진행 시 면접내용 기록과 인지면접 후 요약보고서 작성을 위해 충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약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가자 방문 시간 간격을 가능한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인지면접 자료가 있거나, 참가자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라
면 인지면접 내용 기록 틀을 미리 만들어 면접원들이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예시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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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고서는 조사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이다. 인지면접이 질적 연구 방법의 일종이므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증거로서 참가자가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인지면접 과정을 녹취한 자료가 있어
야 가능하다. 또한 녹취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전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전체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내용 분석을 돕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인지면접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지면접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로 미국 국립 보건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산하 조사표 평가 연구실(Questionnaire Design Research Laboratory)에서 개발한
Q-Notes가 있다(https://wwwn.cdc.gov/QNotes/About.aspx). 또한 인지면접 자료 분석용으로 개
발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
어로 Nvivo(https://www.qsrinternational.com/nvivo/nvivo-products)나 MAXqda(https://www.
maxqda.com/products)도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인지면접 자료를 저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지면접 내용을 선택한 기준에 맞춰 분류하여 자료 분석을 돕는
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위에 소개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인지면접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
고 조사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료 코딩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인지면
접 자료의 코딩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인지면접 자료 코딩을 처음 제
안한 Presser와 Blair(1994)는 참가자의 이해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 문제 분석 코
딩 체계를 고안하고, 1) 질문 이해의 어려움, 2) 특정 단어나 개념 이해의 어려움, 3) 해
석상의 애매 모호함과 관련한 어려움 등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한 3개의 코드를 제안한
반면, 정보 회상, 응답의 선택과 보고 등 다른 응답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코드
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Conrad와 Blair(1996), Heesch, van Uffelen, Hill과
Brown(2010)은 질문 의도의 이해, 정보의 검색과 응답의 평가, 응답 선택이라는 세 가지
분류 코드를 사용하여 인지면접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Fowler et al.(2013)은 응답과정 이
론에 상응하는 4단계 코딩 시스템(질문 이해, 정보 검색, 정보 판단과 결정, 응답)을 고
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 Willis et al.(1999)는 인지면접 중 관찰되는 조사표의 문제를 면
접원이 항목을 읽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 질문 길이가 길어서 발생하는 어려움, 항목에
포함된 특정 용어로 인한 어려움, 질문 이해에 관련한 전반적인 어려움, 질문의 애매모
호함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Forsyth, Rothgeb과 Willis(2004)는 QAS
(Questionniare Appraisal System)13)에 근거하여, 응답과정에 상응하는 4개의 큰 문제에 속
13) QAS는 전문가 검토의 평가의 주관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틀로서 조사 설문지에서 자주
발견될 수 있는 오차의 종류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자칫 놓칠 수 있는 설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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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부의 문제 코드를 고안하여 총 28개의 코딩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Conrad &
Blair 1996; Fowler et al., 2013; Heesch, van Uffelen, Hill & Brown, 2010; Presser & Blair
1994; Willis et al., 1999; Willis,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코딩 체계를 사용하여 인지면접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류하게 되면, 응답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조사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편, 인지면접 결과의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은 인지면접에서 수집된 언어적 자료들을 다
루고 분석하는 데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고(Blair & Briak, 2010), Drennan(2003)은 조사표 사전 평가 방법으로서 인지면접의 활
용을 가로막는 주 원인으로 인지면접 자료 분석의 주관성을 꼽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Willis와 Miller(2008)는 인지면접 자료를 분석할 때, “언어적 구술
(verbal reporting) 자료를 의미 있는 자료로 축소할 수 있는가? 인지면접 자료의 코딩 작
업이 필요한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 코딩을 진행할 것인가? 누가, 몇 명의 연구자가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 여러 명이 분석에 참여한다면, 분석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떤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결과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료의 양적 해석은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Willis, 2015에
서 재인용).
또한 인지면접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할 때 인지면접의 결과가 도출된 맥락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면접은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연구자는 인지
면접에서 발견된 문제가 개인의 상황이나 성향으로 인한 문제인지, 공통적으로 발생 가
능한 문제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적 방법론의 특성 때문에 문제의 해석에서 연구자의 자
의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 문제가 관찰된 인지면접 참가자의 상황에 대
한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객관적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
지면접 결과 분석과 보고 과정에 여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결과 분석에 앞서 인
지면접을 수행한 면접원들과의 디브리핑을 진행하여 보다 정확히 인지면접 결과를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견하도록 고안한 방법으로 개별 설문 문항에 대해 8가지 범주[읽기, 작성
안내, 명확성, 가정, 지식/기억, 민감성(sensitivity)/편향(bias), 응답 보기, 기타]에 걸쳐, 총 26개 항목에 대
해 설문의 문제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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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맺음말
인지면접은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조사표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인지면접의 수행에 필요한 실무직인 지식을 기술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인지면접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과 절차 등을 소개했는데, 각 기법의 장단
점과 활용 예시 등을 제시하여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지면접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인지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까
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예시를 제시하여 인지면접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지면접의 목표는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를 평가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
지면접 결과를 실제 조사표 개선에 적용하는 데는 조사의 목적이나 활용 등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에 포함된 용어나 응답범주를 변경하는 것은 응답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전 조사결과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결과표를 염두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응답범주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응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세분화는 응
답범주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작아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지면접 결
과를 적용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지면접에서 확인된 오류의 심각성이나
예상되는 발생 빈도 등과 함께 조사결과의 활용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기술된 내용은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지면접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면접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조사표 개발이나 개선과정에 인지면접을 적용하여 통계 품질제고
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정확히 응답할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사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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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chechter, S., & Whitaker, K.(1999), A comparison of cognitive interviewing, expert review
and behavior coding: What do they tell us? In Proceedings of the Section on Survey Research
Method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28-37. Alexandria,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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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면접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예시
참가일: 2018. .

.

장소: Lab( )

조사표 작성(

)~ (

:

:

) 인지면접(

참가자:
:

질문
공통

◊ 응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개인 관련 사항 (1)
◊ (정확성)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응답 기준날짜를 인식하고 응답했습니까?
(기준일이 주말-일요일이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
기본

- 가구원에 포함된 사람은 기준일에 함께 살고 있
습니까?
* 학업,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 확인

◊ (가정) 학업/직장으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
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는?
문1
성명

◊ 첫 번째 가구원은 누구(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와 동일한지 검토

◊ 실제 생년월일입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입니까?
문3
나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변경 검토
(2012년 연구결과 참고) 가구원 정보를 모를 수 있음

◊ 가구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압니까?
◊ 가구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 가구주와 세대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4
관계

◊ (응답자가 가구주 아닐 경우) ‘가구주(본
인)’로 누구를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가정)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누이, 처제)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배우자의 조부
모는? 배우자의 이모는?

문5
국적

문6
교육

◊ (가정) 출생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이민 후
현재 한국 거주 경우 어떻게 응답하겠습
니까?
◊ 대학을 둘 이상 다녔습니까? (예→응답검토)

)~ (

면접원:
:

) 조사표 유형(

응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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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교육은 최고학력 기준, 전공은 최종학교 기준

◊ (가정) 대학에서 인문계열 졸업, 전문대에
재입학해 의약계열에 재학 중이라면 7번
과 7-1번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
대학/졸업, 의약계열
응답대상: 1세부터 초등학교 아동
(지침) 낮 돌봄 확인(맞벌이는 부모 응답하지 않음)
문7
보육
(보기
수정)

◊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응답한 곳(사람)은 몇 시까지 돌보나요?
◊ 보기항목 중 이해 또는 구분이 어려운 것은?
◊ 두 곳 이상인데 한 곳만 응답한 사례 확인
질문 ‘주로’ / 지침 ‘주된 두 곳’ 배치됨
응답대상: 6세부터

(

)형 응답

(

)형 응답

◊ 내용 이해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 (가정) 6세 아동의 경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6세에게 적절한지 응답 검토(예, 장보기)
문8

◊ (B형)여러 제약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까?

활동

(지침) 여러 제약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명시 필요

제약
(수정)
A/B

# 비교(

)형 제시

◊ B형(또는 A형)과 응답내용 비교:
forced/CATA
◊ (응답이 다를 경우) 왜 응답이 다른가요?
어떤 형태가 좋은가요? 이유는?
A: 안경을 써도 B: 안경을 사용해도, 해당없음 추가

◊ 보기항목이 적절한가요?
문8-1
제약돌봄
(신규)

◊ 평일과 주말에 돌보는 사람이 다를까요?
◊ 어려움 없는 경우 응답 확인
(8번 B형-해당없음 이동지시 필요, A형은?)
응답오류 확인

문9
통근통학

평소의 기준은?

◊ 지난주에는 통근 또는 통학했나요?
문12

◊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하나요?

통근시간

◊ (경유할 경우), 응답계산 과정은?

문12-1

◊ 어떤 날을 기준으로 응답했는지 질문

출발시각
(신규)

기준일이 휴일 감안(전일도 휴일), 날짜 의미있는지 평가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 비교(
A/B

)형 제시

◊ B형(또는 A형)과 응답 비교 평가
◊ 비교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더 나은 것은?
◊ 응답기준기간은?

문13

기준기간 인식 확인

A: 근로시간 / B: 직장개수

(

)형 응답

(

)형 응답

(

)형 응답

A: 평소 근로시간, B: 지난 일주일 개수 질문
A(문14)
B(문13-1)
(신규)
A/B

◊ 응답 어려운 점은? 응답오류 검토
◊ A: ‘평소’ 응답 기준기간은 언제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으로 질문을 바꾼다면 응답은?
◊ 근로시간/직장수 계산과정은?
부업포함 검토

A: 주된 일에 대한 응답지침 없음
지침띠
A(문15)
B(문14)
A/B

B: 일이 1개 이상인 경우, 주된 일에 대해서
만 응답하도록 지침띠 제시됨
◊ (일이 두개 이상인 경우) 어떤 일에 대해
응답했습니까? (A형 응답, 주된 기준 검토)

A(문15)

◊ 종사상지위 응답이유는?

B(문14)

◊ 자유직업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무년수

A(문18)
B(문17)

◊ 동일 업종 합산 검토, 합산년수는?
‘하고있는 일’ 응답 지침이 혼동 초래 가능

A(문19)

◊ 응답 검토

B(문18)

◊ (가정) 보험이나 조사원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A(문20)

혼인상태 보기항목 간소화

B(문19)
보기수정

◊ (가정) 별거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출산자녀수(예비질문)

문21/22
문20/21

A(문23)
B(문22)
A(문25)
B(문24)
(신규)

추가자녀수
◊ 응답이유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성 검토)
◊ 응답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직장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떤 직장을 응답
했나요?
여가
A: ①1년에 1~2회 ②1주에 한번 이상 ③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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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3회 ④안함
B: ①1년에 1~2회 ②2~3달에 한번 정도 ③1주
에 한번 정도 ④거의 매일 ⑤안함
◊ 응답이유 응답 정확성 평가: 실제횟수
A/B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 비교(

)형 제시

◊ B형(또는 A형)과 응답 내용 비교
◊ 비교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더 나은 것은?
A(문26)

61세 이상 → 21세 이상으로 응답자 변경

B(문25)

◊ 응답 내용 검토

대상변경

◊ 기초연금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A(문28)

1인 가구 사유

B(문27)

◊ 응답이유는 무엇입니까?

A(문29)

가족 전체가 저녁식사를 한 횟수

B(문28)

◊ 응답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A(문30)
B(문29)
(신규)

(전체 식사 여부, 가족 기준)

마시는 물
◊ 응답이유는 무엇입니까?

A(문31~35)

◊ 응답 내용 검토

B(문30~34)

◊ 응답이유는 무엇입니까?

A(문35-2)

◊ 응답이유는 무엇입니까?

B(문34-2)
(신규)
마무리
평가
참가자특성

◊ 이전에 ‘인구주택총조사’ 응답자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 아니요(

)

홍보경로

◊ 인지면접 참가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향후참가

◊ 향후 인지면접이 진행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참가 안내를 드려도 될까요?

집필진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박주언(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박현주(HP 리서치 대표)

연구보고서 2019-13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ISSN(Online)

http://sri.kost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