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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인간의 주 성을 탐구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40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40명의 학생들에게 분류토록 한 결

과 모두 3개의 경찰 이미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타스틱형 이미지, 제2유형은 스트 스형 이미

지, 제3유형은 카리스마형 이미지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반 으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찰 이미지

를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에 한 주  이미지는 향후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며, 경찰에서는 이를 통해 경찰 이미지 개선을 

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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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ttitudes of police science students toward police 

image by Q- Methodology. Q-Methodology provides a method of identify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A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40 police science students to classify the 40 selected 

Q-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11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QUANL program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types of police 

im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e image was classified into 3 types. Type 1 can be 

categorized by 'fantastic image', Type 2 can be classified by 'stressful image', and Type 3 can 

be categorized by 'charismatic image'.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a programs for 

improving police science students' education and will be a basis for reforming poli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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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험

방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하는 국가 조직으

로 국가의 존립과 시민의 안 에 직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사회제도이다. 경찰의 이러한 업무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640

은 구조 으로 시민들에게 사함과 동시에  시민들

을 통제해야 하는 이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1].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은 자신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주는 고마운 조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항상 개개인을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불편한 존재

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 인 역할 특성 때문에 시민

들은 경찰에 한 이 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쉽게 

상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경찰에 해서 사, 신

뢰, 친  등 정 인 이미지와 권 , 통제, 강압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미지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렵지만, 무형의 

자산으로 경찰조직의 상은 물론 존폐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부연하면, 경찰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경찰

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자원의 질도 높아지

게 된다. 한 경찰 조직원들의 공․사 인 만족도가 

높아져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궁극 으로 

경찰 업무에 한 시민들이 신뢰와 조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12][15].

이처럼 경찰의 이미지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학문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7]. 경찰 이미

지에 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경찰 이미지에 한 경

찰과 시민간의 상호지향성 측정, 경찰 이미지와 시민의 

법 집행 순응도 계, 경찰 이미지 형성실태  향요

인 분석, 조직-공  계성과 경찰 이미지 등에 그치고 

있다[1][7][8][15].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도 부분이 일

반 시민들을 상으로 한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 시민들의 경찰에 한 이미지는 그

다지 정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철 

등은 경찰집단과 시민집단 모두를 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서 경찰 들은 시민들에 비해서 스스로의 이

미지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1]. 그 이유는 아마도 경찰 들은 이미 직업문화에 젖

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객 으로 평가하기에는 일

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상된다. 

여기에서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찰

에 한 이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부분은 경찰 이 되기를 희망

하고 학교와 공을 선택했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경찰

학에 해서 학문 ․실무 으로 배우게 되며 경찰에 

한 반 인 지식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성 경

찰 은 아니기 때문에 상 인 객 성을 유지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반시민과 기

성경찰의 간 역에 치하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학

생들이 경찰에 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Q 

방법론(Q-Methodology)을 통해 알아 으로써 경찰 이

미지 연구의 지평을 확 하고, 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 에서 진행되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1. 이미지에 대한 논의
이미지에 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해 갖는 평가, 

시각  기억, 호의감, 인상, 평가  태도라고 정의하는

가 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상에 해 갖는 신념, 

아이디어, 연상, 태도, 인상 등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기

도 한다[26][29][35]. 그런가 하면, 물리 인 제품과는 

구분되는 주 인 지식, 태도 그리고 제품의 무형 인 

특성, 고객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종합 인 인상, 어떤 

주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 총합의 인상, 사람

이나 집단이 한 상에 해 지니는 신념, 태도, 인상의 

합에 의해 형성된 ‘개념  상’, 사람들이 제품, 랜드, 

조직 등 많은 다른 요소에 해 갖는 형상이나 알려진 

상에 한 ‘일련의 의미’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일반 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념을 찾기

는 매우 어렵다[20][22][23][24][31][32].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미

지란 개인이 어떤 상에 해 갖게 되는 주 인 태

도 혹은 심상(心象)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으로는 사람들은 사물이나 객체에 해 머릿속에 하나

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곧 이미지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 과 

같은 단체 혹은 조직에도 용되어 기업 이미지 혹은 

조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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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이미지에 한 개념은 다의 이고, 추상 이

며, 비가시 이어서 어떤 구체 인 모양을 보여  수 

있는 객  상이라기보다는 계량화할 수 없는 주

 인식체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2]. 다양한 정의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미지를 상에 해 고정

화돼 있는 인식의 틀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지는 

상 주체가 존재해야 하는 동시에, 그 상을 평가하는 

객  주체 역시 존재해야하는 상호  인식구조 속에

서 형성된다[12]. 

지 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밝 진 연구결과에 의

하면, 이미지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컨  어떤 사람이 조직이나 고에 노출되어졌

을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조직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28]. 즉, 이미지는 사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 과 같은 단체 혹은 조직에도 용되어 기

업 이미지 혹은 조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는 기업이나 조직이 기 하는 높은 제품가

격, 투자자의 유인효과, 우수한 인재 지원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는 조직의 기 상

황에서 조직이 그 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지는 기업이나 조직의 가치 있는 무형의 자

산이라고 할 수 있다[27]. 

이러한 이미지의 가치 때문에 사실 지 까지 이미지

에 한 연구는 주로 기업 이미지를 심으로 한 마

 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과거 산업화 시 에는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과 렴한 가격만 충족시키면 고

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의 발

달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어들면서 제품이

나 기업의 이미지가 구매의 주요 요인이 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기업들은 재빠르게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에 심 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기에는 이미지 연구가 마  에서 이루

어져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의 역에까지 확장되고 있

다. 그 결과 정부조직은 물론 학교, 종교단체 심지어는 

시민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리를 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경찰 이미지에 대한 논의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의존 계를 형성한다. 어떤 조직도 외부 

환경과 단 한 채 내부 인 동력만으로 존재할 수 없

다.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경찰 내부 조직

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

경과 원활한 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발 을 

기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존재가치도 약해지게 마련이

다. 경찰 조직이 가장 많이 상호의존  계를 형성하

는 외부 환경은 바로 시민이다. 한마디로 시민이 없다

면 경찰도 없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안 과 사를 제

공하고 력을 구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서비

스 조직이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과의 계형성이 최우

선되어야 하며, 구보다도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조직

이 되어야 한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찰의 이미지를 정 으로 평가받는 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경찰들과 직  혹은 간 인 을 

하면서 나름 로 경찰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 이미지란 경찰에 해 일반 시민들이 주

으로 느끼는 태도 혹은 인상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

다[8]. 

경찰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 으로 경찰 조직의 특성, 경찰 활동의 특성, 역사

 요인, 시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경찰과의 경

험, 매체 향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7]. 먼  

경찰은 엄격한 상명하복, 제복 착용 등의 조직  특성

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시민들의 경찰 이미

지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

당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순응을 확보해야만 하

는 경찰활동의 특성 한 경찰에 한 이미지 형성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30]. 역사  요인도 경찰 이미

지 형성의 주요 요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

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인권 탄압, 권 주의  

태도, 비민주  운  등의 과정이 경찰에 한 부정

인 이미지 형성에 크게 작용해 왔다[7][14].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시민의 성장배경이나 연령, 직업, 소득, 

성별과 같은 것들이 경찰 이미지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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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한 이미지 형성의  다른 요인은 경찰과의 

 경험이다. 만약 경찰과 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경찰에 한 정 인 이미지가 형성되겠지만, 경찰로

부터 통제를 받거나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는 부정

인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의 복장이나 언어, 신체  특징 등에 따라 경찰 이

미지도 달라질 수 있다[9]. 매체를 통한 경찰 이미

지 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시민들은 범죄와 범죄의 두

려움에 한 인식을 부분 매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며, 경찰이나 기타 형사 사법기 의 활동에 한 정

당성이나 합법성 역시 매체를 통해 경험하고 평가

한다[33]. 제퍼리스 등에 의하면, 매체를 통해 무력

을 사용해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을 본 시민들이 경찰에 

해 부정 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 냈다[25]. 

그러나 경찰 이미지에 한 선행연구들 에서 주

성을 탐구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후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

들을 상으로 주 성을 탐구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통

해 경찰 이미지가 어떻게 유형화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주관성 탐구와 Q 방법론
주 성이란 개개인이 특정 사건, 생각, 사물에 해 

스스로의 에서 어떤 견해(opinions)를 갖고 있는지

를 밝히는 것이다[34]. 일반 으로 사람들의 가치나 태

도 등은 그들의 라이 스타일이나 개인의 취향, 선호 

등 지극히 주 이고 내 인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

용하여 형성된다[21]. 따라서 경찰 이미지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 단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주

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주

성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과 독특성을 기본으로 하

며, 우연이나 무작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형태를 지니게 된다[34]. 사람들은 각자가 지니

고 있는 주 성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

를 어떻게 처해 나갈 것인가를 단하게 된다. 이처

럼 사람들은 개개인이 특수한 내  의미와 합성의 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본

질과 사회 상을 탐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6].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떤 행 에 한 

연구는 한 개인의 내 구조(inner frame)인 자아반 , 

자아인식, 자아 찰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 개인이 자신에 해 말하는 것과 그가 믿고 있는 바

를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36]. 

과거에는 인간의 주 성을 객 으로 분석하고 이

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Q방법

론을 창시한 스티 슨은 이러한 고정 념을 깨고, 인간

의 주 성도 객 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

[36]. 즉, 경험주의 인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주

성을 체계 이고 수학 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고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Q 방법론이다. 스티 슨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에는 자연 상과 달리 가치가 개

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성을 배제한 채 사회 상

이나 인간의 본질에 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6][36]. 

Q 방법론에서는 인간의 주 인 가치나 인식, 이미

지 등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내 구조

(inner frame)를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과거부터 미

래의 행동까지를 악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가

정한다. 따라서 Q 방법론을 활용하면 비 실 이거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주 성 역도 

과학 으로 측정하고 측할 수 있다. Q 방법을 이용하

면 개인의 태도나 느낌 같은 주 인 것의 측정이 가

능하며, 개인의 자아구조 속에 있는 심리  요인들까지 

심층 으로 악할 수 있다[6][37]. 이러한 장  때문에 

Q 방법론은 커뮤니 이션학은 물론 고학, 간호학, 행

정학, 교육학 등 인간의 주 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Q 방법론은 이미지 측

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

지에 한 Q 방법론 연구, 국가 이미지와 랜드에 

한 유형화 연구, 등학교 학생들의 체육교과에 한 

이미지 유형 연구, 스타 이미지 선호요인에 한 Q 방

법론  연구, 비서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에 한 연

구 등이 표 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3][5][10][11][13].

4. 연구문제
이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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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의 이미지에 해 어떤 주  태도 유형을 갖

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 졸업 후 경찰을 직업으로 택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평소 경찰에 갖고 있는 주

인 이미지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노력과 향후 경찰이 

되었을 때 만족감이나 사명감 등에도 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을 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를 살피는 것은 학생이나 경찰 모두를 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는 어떻게 유형화되는

가?

연구문제 2: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 유형의 특성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결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 유형의 공통 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 4: 결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한 주  태도 유형의 차이 은 무

엇인가?

Ⅲ. 연구방법

1. Q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Q 표본은 진술문이다. 진술문은 주로 

문헌  면 을 통해 선정하지만 문헌보다는 면 을 통

해 더 많은 진술문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면 을 통해 Q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먼 , 주 역시에 있는 C 학교의 경찰행정학과 학

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의 조를 얻어 평소 경

찰에 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모두 도록 했다. 특정 

학년에 편 되지 않도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

년의 수업시간을 안배하 다. 이 게 수집된 진술문들

은 복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문장을 다듬는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40개의 

Q진술문이 확보되었고, 이를 Q 표본으로 선정하 다. 

40개의 Q 표본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하면 ‘짭새’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2. 경찰 하면 부정부패가 떠오른다.

3. 경찰만 보면 무섭게 느껴진다.

4.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

운 존재이다.

5. 경찰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6.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 인 직업이다.

7. 경찰은 국가의 노 이다. 

8. 경찰하면 권 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9. 경찰은 민 의 지팡이다.

10. 경찰은 박 으로 가난하게 산다.

11. 경찰은 불친 한 사람들이다.

12. 경찰은 선후배 계가 엄격할 것 같다.

13. 경찰은 시민들이 다가가기보다는 피하는 존재인 

것 같다.

14.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다.

15. 경찰은 엄격하면서 보수 이다.

16. 경찰은 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

17. 경찰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8. 경찰은 이웃집 아 씨와 같은 존재이다.

19.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다.

20. 경찰은 항상 바빠 보인다.

21. 경찰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22. 경찰을 보면 군인과 비슷한 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23. 경찰을 보면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진다.

24.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 한 생각이 든다.

25.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2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지다.

27. 경찰은 정의를 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28. 경찰하면 왠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

29.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30. 경찰은 폭력성이 있는 조직이다.

31. 우리나라 경찰들은 항상 잘 웃는 편이다.

32. 경찰은 시민들과 커뮤니 이션을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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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찰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

34.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

35.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다.

36. 우리나라 경찰은 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37.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상은 낮은 편이다.

38.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다. 

39. 경찰은 업무 스트 스가 심하다.

40. 경찰은 사 정신이 투철하다.

2.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P 표본은 진술문에 한 응답자들이

다. Q 방법론은 개인 내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

본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Q 분석에서 P 표

본의 수가 커지면 오히려 통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

에 소 표본(small sample)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4]. 실

제로 한 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Q 분석을 한 사례도 

있으나, 일반 으로는 20-40명 정도의 표본 수가 당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 표본의 수를 40명으로 하고자 한다. P 표본은 주

역시에 소재하는 C 학교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에

서 선정했다. P 표본의 특성을 보면, 우선 남자가 22명

(55.0%), 여자가 18명(45.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

학년이 7명(17.5%), 2학년이 10명(25.5%), 3학년이 11명

(27.5%), 4학년이 12명(30.0%)로 비교  골고루 분포되

었다. 응답자들에게 졸업 후 경찰을 직업으로 선택할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7  척도로 살펴본 결과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28명(70.0%), 어느 정도 강한 의

지를 보인 것이 10명(25.5%), 간정도가 2명(5.0%)이

며, 부정 인 의지를 보인 것은 단 한명도 없었다. 즉,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경찰을 직업으로 삼겠

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Q-분류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Q 진술문은 카드형 제시문으로 만들어

졌으며, 응답자가 주어진 난에 빠짐없이 배치하도록 하

는 강제분류(forced sorting) 방식을 채택하 다. 강제

분류 방식은 비강제  분류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

리고 응답자들로부터 분류하기 어렵다는 불평을 받기

도 하지만 개인의 주  차이가 그만큼 명확하게 드러

난다는 장 이 있다[17]. 조사는 2013년 3월에 실시했으

며, 개별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Q 분석의 설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해 연구자들이 설문의 내용

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분석은 Q 방법론 

문 통계 로그램인 QUANL을 사용하 다. Q 요인분석

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

고, 비상  요인을 산출하기 해 직각회 을, 이상 인 

요인 수 결정을 해 아이겐값 1 이상을 기 으로 유형

을 추출했다.

(1) (2) (3) (4) (6) (8) (6) (4) (3) (2) (1)
-5 -4 -3 -2 -1 0 +1 +2 +3 +4 +5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정말 마음에 든다.

그림 1. Q 분류표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 유형의 구분
먼  미래 경찰을 꿈꾸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경

찰에 해 갖는 이미지는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를 악했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의미있게 구분

되었다. 한편, 40명의 응답자들은 제1유형에 21명, 제2

유형에 11명, 제3유형에 8명이 재되었다. 그러나 인자 

가 치가 1 이상인 응답자는 1유형에 6명, 제2유형에 6

명, 제3유형에 2명이 소속되었다. 각 유형별 설명변량은 

제1유형이 37.28%(아이겐 값=14.91)로 가장 크고, 이어 

제2유형이 7.47%(이이겐 값=2.99), 제3유형이 6.21%(아

이겐 값=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유형의 총 변량

은 50.9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으로 총 변량이 

25.0%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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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 3개 유형은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

찰 이미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된 응답자 수나 유형별 변량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제1

유형이 경찰 이미지를 가장 잘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유형별 아이겐 값 및 변량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아이겐값 14.9115 2.9899 2.4837
변량(%) .3728 .0747 .0621
총변량(%) .3728 .4475 .5096

 

2.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유형별 특성
Q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경찰행정학과 학

생들이 갖고 있는 경찰에 한 이미지 유형이 크게 3가

지로 나 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Q 분석에서 유형별 특성은 크게 Z값과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반 인 Q 연구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Q 표본의 Z값이 ±1 이상인 항목과 각 유형에 속한 응답

자의 인자 가 치가 1이상인 사람을 심으로 해석하

고자 한다.

2.1 제1유형: 판타스틱형 이미지 
먼  제 1유형은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지다’(Z=1.67), ‘경찰은 민 의 지팡이다’(Z=1.65), ‘경

찰은 정의를 해 일하는 사람들이다’(Z=1.57),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

다’(Z=1.22),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다’(Z=1.22), ‘경찰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Z=1.16), ‘경

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 인 직업이다’(Z=1.14), ‘경

찰은 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Z=1.11) 라는 항목에

서는 강한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

다’(Z=-1.06), ‘경찰은 불친 한 사람들이다’(Z=-1.14),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Z=-1.22), 

‘경찰하면 웬 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Z=-1.71),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다’(Z=-1.83), ‘우리 사회

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Z=-2.31) 등에서는 

강한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려보면, 성별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개가 학년 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향후 경찰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제1유형을 타지스틱형 이미지라고 명명하 다.

표 2. 유형 1의 진술문 및 Z값
구 분 Q 진술문 Z 값

긍 정

2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지다 1.67
9.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1.65
27. 경찰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1.57
4.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1.22
19.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다 1.22
33. 경찰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 1.16
6.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 1.14
16. 경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 1.11

부 정

14.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다 -1.06
11. 경찰은 불친절한 사람들이다 -1.14
25.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1.22
28. 경찰하면 왠 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 -1.71
35.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다 -1.83
34.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 -2.31

2.2. 제2유형: 스트레스형 이미지
제2유형은 ‘경찰은 업무 스트 스가 심하다’(Z=1.79), 

‘경찰은 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Z=1.59), ‘한국 사회

에서 경찰의 상은 낮은 편이다’(Z=1.50), ‘경찰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Z=1.42), ‘경찰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Z=1.36), ‘경찰은 선후배 계가 엄격할 것 같

다’(Z=1.07) 등의 항목에 해서는 강한 동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

이다’(Z=-2.15),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

다’(Z=-1.75), ‘우리나라 경찰은 문성이 부족한 편이

다’(Z=-1.60), ‘우리나라 경찰들은 항상 잘 웃는 편이

다’(Z=-1.43),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

다’(Z=-1.33), ‘경찰하면 웬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

다’(Z=-1.28),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다’(Z=-1.24) 등의 항목에서는 강한 부정  태도를 보이

고 있다.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면 남성

의 분포가 많으며 개가 고학년이고 향후 경찰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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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싶다는 의지가 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보다

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 2유형을 스트 스

형 이미지라고 명명하 다.

표 3. 유형 2의 진술문 및 Z값
구 분 Q 진술문 Z 값

긍 정

39.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1.79
16. 경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 1.59
37.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은 낮은 편이다 1.50
21. 경찰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1.42
17.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36
12. 경찰은 선후배 관계가 엄격할 것 같다 1.07

부 정

29.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1.24
28. 경찰하면 왠 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 -1.28
35.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다 -1.33
31. 우리나라 경찰들은 항상 잘 웃는 편이다 -1.43
36. 우리나라 경찰은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1.60
38.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다 -1.75
34.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 -2.15

2.3 제3유형: 카리스마형 이미지
제3유형은 ‘경찰은 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다’(Z=1.92),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 인 직업이

다’(Z=1.86), ‘경찰하면 권 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

다’(Z=1.7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지

다’(Z=1.69) 등의 항목에 해서는 강한 정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 범죄

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Z=-2.22), ‘경찰은 박 으

로 가난하게 산다’(Z=-1.79),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

한 생각이 든다’(Z=-1.76),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직이다’(Z=-1.35), ‘경찰은 국가의 노 이

다’(Z=-1.33), ‘경찰하면 웬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

다’(Z=-1.12), ‘경찰은 이웃집 아 씨와 같은 존재이

다’(Z=-1.03) 등의 항목에 해서는 강한 부정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의 특성을 보면, 남녀 큰 차이가 없으며 고학년과 학

년이 골고루 섞여 있다. 한 졸업 후 경찰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의지도 제1유형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 3의 진술문 및 Z값
구 분 Q 진술문 Z 값

긍 정
16. 경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 1.92
6.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 1.86
8. 경찰하면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1.76
2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지다 1.69

부 정

18. 경찰은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존재이다 -1.03
28. 경찰하면 왠 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 -1.12
7. 경찰은 국가의 노예이다 -1.33
14.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다 -1.35
24.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1.76
10. 경찰은 박봉으로 가난하게 산다 -1.79
34.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 -2.22

3. <연구문제 3>의 연구결과: 유형간 공통점
다음은 유형에 상 없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공

통 으로 생각하는 경찰 이미지 항목들을 살펴본다. 먼

 ‘경찰은 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며’(Z=1.54), ‘정의를 

해 일하는 사람들이다’(Z=1.11)라는 항목에 해 모

든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공통 으로 정 인 평가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 범죄

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Z=-2.23), ‘경찰하면 웬일

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Z=-1.37),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다’(Z=-1.07), ‘우리나라 경찰들

은 항상 잘 웃는 편이다’(Z=-1.02)라는 항목에 해서는 

공통 으로 부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 종합하면,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찰 이미지에 해 계질서가 강

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감이 있

으며, 범죄를 방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잘 웃지 않는다는 이미지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각 유형간 일치항목과 평균 Z값
Q 진술문 평균 Z 값 

16. 경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다 1.54
27. 경찰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1.11
31. 우리나라 경찰들은 항상 잘 웃는 편이다 -1.02
14.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다 -1.07
28. 경찰하면 웬 일인지 신뢰감이 없어 보인다 -1.37
34.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경찰 때문이다 -2.23

4. <연구문제 4>의 연구결과: 유형간 차이점
다음은 각 유형간 차이 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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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차이 은 차이 값이 ±1이상이 되는 항목들을 검토

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항목 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당 

유형을 더 잘 설명해 다고 할 수 있다.

4.1 제1유형과 제2유형간 차이 분석
먼  제1유형과 제2유형간의 재치 차이가 ±1 이상

되는 항목들은 모두 10개이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는 항목은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라는 항목이다‘(Diff=1.941). 이어서 '경찰은 민 의 지

팡이다’(Diff=1.855),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상은 낮

은 편이다’(Diff=-1.645), ‘경찰은 박 으로 가난하게 산

다’(Diff=-1.491), ‘경찰은 업무 스트 스가 심하다

‘(Diff=-1.400) 등의 순으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보다도 경찰 이미지를 좀 더 정 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제1유형과 제2유형 간 차이분석
Q 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Diff

29.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704 -1.237 1.941

9.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1.648 -.207 1.855
38.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다 -.359 -1.745 1.386
23. 경찰을 보면 남다른 아우라가 느

껴진다 .836 -.546 1.382
2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

고 멋지다 1.672 .329 1.343
40. 경찰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915 -.350 1.265
24.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생

각이 든다 -.899 .491 -1.390
39.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394 1.794 -1.400
10. 경찰은 박봉으로 가난하게 산다 -.566 .925 -1.491
37.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은 낮

은 편이다 -.149 1.496 -1.645

4.2 제1유형과 제3유형간 차이 분석
제1유형과 제3유형간의 재치 차이가 ±1 이상이 되

는 항목들은 모두 9개이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경찰은 민 의 지팡이다’라는 항목이다

(Diff=1.950). 이어서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

다’(Diff=1.924),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Diff=-1.856), ‘경찰하면 권 이고 딱딱한 느낌

이 든다’(Diff=-1.831), ‘경찰은 사 정신이 투철하

다’(Diff=1.650),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

다’(Diff=-1.451),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다’(Diff=1.340), ‘경찰은 박 으

로 가난하게 산다’(Diff=1.224), ‘경찰만 보면 무섭게 느

껴진다’(Diff=-1.044) 등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보다도 경찰 이미지를 좀 더 

정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제1유형과 제3유형 간 차이 분석
Q 진술문 제1유형 제3유형 Diff

9.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1.648 -.302 1.950
19.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다 1.220 -.704 1.924
40. 경찰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915 -.735 1.650
4.  경찰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1.224 -.116 1.340
10. 경찰은 박봉으로 가난하게 산다 -.566 -1.789 1.224
3.  경찰만 보면 무섭게 느껴 진다 -.806 .238 -1.044
35. 우리나라 경찰은 무능한 편이다 -1.828 -.375 -1.452
8.  경찰하면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071 1.760 -1.831
25.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

이 든다 -1.219 .637 -1.856

4.3 제2유형과 제3유형 간 차이 분석
제2유형과 제3유형간의 재치 차이가 ±1 이상이 되

는 항목들은 모두 16개이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항목은 ‘경찰은 박 으로 가난하게 산다’라는 항목이

다(Diff=2.714). 이어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 한 생

각이 든다’((Diff=2.250),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

다’(Diff=1.472), ‘우리나라 경찰은 문성이 부족한 편

이다’(Diff=-1.425),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

업이다’(Diff=-1.422), ‘경찰은 국가의 노 이

다’(Diff=1.369),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고 멋

지다’(Diff=-1.359),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

다’(Diff=-1.331), ‘경찰하면 권 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Diff=-1.289), ‘경찰을 보면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

진다’(Diff=-1.271),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상은 낮은 

편이다’(Diff=1.260),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

낌이 든다’(Diff=-1.255),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

인 직업이다’(Diff=-1.144), ‘경찰만 보면 무섭게 느껴

진다’(Diff=-1.122), ‘경찰은 업무 스트 스가 심하

다’(Diff=1.092), ‘경찰은 항상 바빠 보인다’(Diff=1.053) 

등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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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보다도 경찰을 좀 안쓰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제2유형과 제3유형 간 차이 분석
Q 진술문 제2유형 제3유형 Diff

10. 경찰은 박봉으로 가난하게 산다 .925 -1.789 2.714
24. 경찰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생

각이 든다  .491 -1.759 2.250
19.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다 .768 -.704 1.472
7.  경찰은 국가의 노예이다 .035 -1.335 1.369
37.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은 낮

은 편이다 1.496 .236 1.260
39.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1.794 .702 1.092
20. 경찰은 항상 바빠 보인다 .537 -.515 1.053
3.  경찰만 보면 무섭게 느껴진다 -.883 .238 -1.122
6.  경찰은 공무원으로 매우 안정적

인 직업이다 .712 1.855 -1.144
25. 경찰을 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618 .637 -1.255
23. 경찰을 보면 남다른 아우라가 느

껴진다 -.546 .726 -1.271
8.  경찰하면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

낌이 든다 .471 1.760 -1.289
38.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한다 -1.745 -.414 -1.331
26.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깔끔하

고 멋지다 .329 1.688 -1.359
29.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직업이다 -1.237  .185 -1.422
36. 우리나라 경찰은 전문성이 부족

한 편이다 -1.600 -.175 -1.425

Ⅴ. 요약 및 결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요한 국가 조

직이다. 경찰은 구조 으로 시민들을 통제함과 동시에 

사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이

미지는 매우 이 인 특성을 갖고 있다. 사, 신뢰, 친

 등의 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면, 권 , 통

제, 강압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실이다[18]. 따라서 최근 경찰은 부정 인 이미지를 

이고 정 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해 다양한 PR 략 

등을 구사하고 있다[1]. 하지만 학계와 실무기  모두 

경찰이미지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 다

는 은 이미 언 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과 경찰의 간 역에 치하

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경찰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 주  태도를 악하고자 하는 목 으

로 이루어졌다. 이를 해 인간의 주 성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용하 다. 40명의 P 표

본을 상으로 40개의 Q 표본을 분류한 결과 모두 3개

의 유형이 의미있게 구분되었다. 제1유형은 타지스틱

형, 제2유형은 스트 스형, 제3유형은 카리스마형 이미

지로 명명되었다. 타지스틱형은 경찰을 매우 이상향

이며 동경의 상으로 보는 유형이다. 먼  제1유형

의 특성을 보면 경찰에 해 매우 정 이며 선망의 

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학년 층이 많이 속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직 련 

과목의 수업도 많이 이수하지 않고,  직장을 갖기까

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한 환상과 공

경이 내포된 결과가 아닌 가 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졸업할 때가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다는 이다. 이는 제2유형이나 제3유형의 특성을 통

해 악할 수 있다. 제2유형은 스트 스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힘들며 스트 스가 심하고 상하 규율이 

엄격한 조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

찰제복이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제1유형과는 달리 경찰 

조직의 실 인 면을 강한 이미지로 악한 것으로 보

인다. 제3유형은 카리스마형으로 명명했는데, 제1유형

이나 2유형과는 달리 조직의 카리스마 인 면을 강한 

이미지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형에 계없

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공통 으로 갖고 있는 경찰

의 이미지는 계질서가 강하고 정의를 해 일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감이 강하며 범죄를 여

주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행정학과에서는 학생들

이 지속 으로 경찰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

여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반 로 

경찰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조직의 

이미지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에 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주  이미지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처음으로 살펴

보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가 국내 체 

학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지 못하고 

특정 학의 학생들만을 상으로 했다는 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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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법론의 특성이 주 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P 표본이 모집단의 표성을 가질 필요는 없지

만, 그래도 향후 연구에서는 국 인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Q 표본의 선정이

다. 본 연구에서 Q 표본은 모두 면 에 의존했다. 물론 

Q 연구에서는 면 을 통해 진술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한 진술문 수집방법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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