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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육·해·공군사관
학교, 경찰대학, 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대학

이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이로부터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

한 이미지 개선 방안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육·해·공 3군사관학교는 체력 및 신체조건, 학교전통, 선·후배간의 유대관계가 강한 학교로,

반면에 경찰대는 사회진출이 용이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평가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사는 교육 환경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학교전통, 선·후배간의 유대
관계 등에서 해사와 공사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원자들의 학업성적 수준에서 경찰

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회 진출면에서도 경찰대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다차원척도법, 포지셔닝맵, 회귀분석.

1. 서론

이미지란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에 지니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과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Kotler는 이미지를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지니는 신념, 아이디어, 그리고 인상의 총체” 라고 정

의하였으며, Stanley는 “제품, 서비스, 기업등에관하여사람에게형성되어진심상”이라고정의하고있

다 (Kotler, 1975; Stanley, 1977). 이러한 정의들을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학생들이 특정대

학에대하여마음속에품고있는호감및기대감의정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

면서 개인의 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있

어서 대학의 이미지는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경순, 1999).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특정 대학을 왜 선호하는지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

(perception)→선호 (preference)→선택 (choice)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때그출발점으로서수험생들이대학을어떻게인지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포지션 (position)이란 기업이나 제품, 상표 등의 마케팅 대상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

미지를 말하며, 포지셔닝 (positioning)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이미지를 여러 대상들과 차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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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간상에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포지셔닝을 이용한 대학 이미지 분석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자 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각 대학들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으며, 또한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근거가무엇인지를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닝 맵 (positioning map)을 작성한다. 포지셔닝 맵은 경쟁관계에

있는여러대상들을하나의동일한공간상에위치시켜대상들상호간의강점과약점을파악할수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포지셔닝 맵을 이용한 대학 이미지 분석은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심리

적인 공간에 여러 대학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으며, 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해주어 각

대학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는데있어필요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포지셔닝 맵 작성을 위해서는 다차원 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유재도와 김성혁, 2005; Kim과 Kang, 2009). 다차원 척도법은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 전체에 대

해 유사성이나 속성, 그리고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 혹은 평가자의 인지 (perception)상태를 저

차원 (주로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상에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투영시켜 포지셔닝 맵

(positioning map)을 작성하여 주는 기법이다. 즉, 다차원 척도법은 대상간의 유사성과 선호도 등을 측

정하여두대상간의거리를이용하여각대상들의좌표를찾아내는기법으로서, 유사성이작은대상끼리

는 멀리, 유사성이 큰 대상끼리는 가깝게 위치하도록 각 대상들의 좌표를 공간상에 배치시켜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차원 척도법은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 제품

들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공간상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어 마케팅 전략, 특히 제품개발 전략이나 브랜드 이미지 개선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Cho

등, 2009; Choi 등, 2006; Hwang과 Hahm, 2003).

문무를겸비한육·해·공군의장교를양성하는 3군사관학교, 법과질서를확립하고국가관과봉사정신

이투철한경찰간부를양성하는경찰대학교, 그리고군에서소요되는간호장교를양성하는국군간호사

관학교 등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장차 국가를 지키고, 이끌어갈 인재

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대학들에 비하여 대학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의 막중함을 고려할 때 이들 특수 목적대학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

들에게어떻게인지되고있는지에대한분석과더불어이들대학에대한올바른이미지를부여하기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연구는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인상과 경험, 그리고 정보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

속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마케팅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

매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

리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제품이 주는 이미지가 나쁘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별 볼일 없는 제품으로

평가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도 학교를 선택할 때 대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대학이수험생들에게어떻게인지되고있는지를파악하고, 분석하는일은필요하다.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육시설, 환경, 프

로그램, 교수진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 학교의 특징이나 우수한 면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전략을 통하

여 우수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대학에서도 기업처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케팅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방

법중의하나가바로대학이미지에대한포지셔닝분석이다. 이미지포지셔닝분석은현재자신의대학

이수험생들에게어떻게인식되고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해주며, 이로부터대학이미지를

개선하고,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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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육군사관학교 (이

하 육사), 해군사관학교 (이하 해사), 공군사관학교 (이하 공사), 경찰대학교 (이하 경찰대), 국군 간호

사관학교 (이하간호사)등특수한목적으로설립되어운용되고있는대학들에대한이미지포지셔닝분

석을 실시한 후, 이들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 및

타대학과의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자원을유치하기위한홍보전략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기초자료

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연구 방법

2.1. 자료수집

본연구를위한자료수집은 2009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육사주관으로서울, 부산, 창원, 전주,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들 중 3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간호사 등 5개 특수 목적대학들간의 유사

성과 이들 대학에 대한 속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유사성에 관한 질문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대학들을 2개씩 짝을 지어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1점 (매우 유

사하다)부터 5점 (매우유사하지않다)까지의척도를사용하였다. 속성평가에대한질문은표 2.2와같

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2. 분석 방법

표 2.1 학교간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

학교 매우 유사하다 약간 유사하다 보통이다 약간 유사하지 않다 매우 유사하지 않다

육사 - 해사 ① ② ③ ④ ⑤

육사 - 공사 ① ② ③ ④ ⑤

육사 - 경찰대 ① ② ③ ④ ⑤

③ ④ ⑤

표 2.2 학교간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

문항
학교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간호사

학업성적이 좋아야 입학할 수 있다 예) 5 3 3 5 3

체력 및 신체조건이 좋아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좋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교수진이 우수하다

학교가 소재하고 았는 위치가 좋다

학교의 전통이 강하다

졸업 후 장래성이 좋을 것 같다

전역 후 취업이 쉬울 것 같다

선 후배간의 유대관계가 강하다

다차원 척도법은 제품 또는 서비스라는 대상 전체에 대해 유사성이나 속성, 그리고 선호도 등을 평가

하여, 사용자 혹은 평가자의 인지상태를 공간상에 투영시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여 주는 기법이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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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셔닝 맵은 SPSS의 ALSCAL이나 PROXSCAL 또는 PC-MDS의 KYST, PROFIT, PREFMAP 등

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원태연과 정성원, 2001; 노형진, 2005).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에서제공하는 ALSCAL을이용하여포지셔닝맵을작성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유사성 분석

유사성 분석을 위한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응답자들의 평균값

을이용하여작성된유사성행렬표는표 3.1과같다. 유사성행렬표는 5개대학들을 2개씩짝을지어총

10개문항으로질문한것에대한응답자들의평균을구하여각대학간유사한정도를나타낸값이다. 표

3.1에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두 학교간의 유사 정도는 강하고, 반면에 평균값이 작을수록 두 학교간에는

상이함이크다는것을나타낸다 (유도재와김성혁, 2005).

표 3.1 특수목적 대학들간의 이미지 유사성 행렬표

구분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간호사

육사

해사 1.7136

공사 1.6117 1.7573

경찰대 2.0437 2.5437 2.5000

간호사 2.6262 2.6942 2.6796 2.8835

다차원 척도법의 기본원리는 두 점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개념을 사용하여 유사성이 작은 대상끼리는 멀리, 유사성이 큰 대상끼리는 가깝게 위치하도록 공간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때 공간상의 좌표는 회귀분석의 회귀계수 추정에서와 같이 특정 공식에 의해 한 번

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계산에 의하여 점차 줄여지다가 더 이상 일정기준 이상으로 줄여지지 않

을 때 최종적으로 공간상에서의 각 대상의 좌표가 결정된다. SPSS의 ALSCAL을 이용하여 수험생들의

각 학교의 인지상태에 대한 2차원 좌표값을 구한 결과는 표 3.2와 같으며, 그리고 표 3.2에 주어진 좌표

값을 이용하여 작성된 포지셔닝 맵은 그림 3.1과 같다 (송일영, 2004; 이훈영, 2006). 이때의 스트레스

(stress)값은 0.069 (Young’s S-stress formular 1을 사용)로 얻어져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R2의

값도 0.981로얻어졌기때문에모형의적합성은좋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2 2차원 공간상에서 각 학교의 좌표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간호사

차원1 1.5457 -0.1784 0.4836 0.5473 -2.3982

차원2 -0.0334 0.5680 0.5092 -0.8105 -0.2333

포지셔닝 맵에서 대상들간의 거리는 유사성 정도를 나타낸다. 즉, 응답자가 느끼는 이미지가 비슷할

수록 대상들간에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게 되며, 반대로 응답자가 느끼는 이미지가 다를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 그림 3.1에서 보면 육사, 해사, 공사간에는 다소 거리 차이는 있지만 다른 학교

들과는 달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찰대와 간호사는 이들 학교로부터 각각 멀리 떨어져 나

타나고있다. 이는응답자들이육사와해사, 그리고공사를군이라고하는동일집단의특수목적대학교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경찰대와 간호사는 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형태의 특수 목적

대학교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은이들특수목적대학에대

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들 학교에 진학하고자하는 수험생들의 인식이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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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이미지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관련 제품들

간에경쟁관계에있다는것을, 반대로이미지가서로다르다는것은관련제품들간에경쟁관계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일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육사, 해사, 공사간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들 세 학교간에는 우수자원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있다.

그림 3.1 학교별 유사성에 대한 포지셔닝 결과

3.2. 속성 평가 분석

표 2.1에주어진속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작성된포지셔닝맵은그림 3.2와같으며, 이

때의 스트레스값은 0.166 (Young’s S-stress formular 1을 사용)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

의 좌표값은 학교별 좌표값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다. 속성평가 분석에서는 각

속성점에가까이있는학교일수록해당속성값이높거나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할수있다. 이를통해

서 그림 3.2를 분석해 보면, 육사와 해사, 그리고 공사는 체력 및 신체조건, 학교전통, 선·후배간의 유대
관계가 좋은 학교로, 반면에 경찰대는 사회진출이 용이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입학할 수 있으며, 또

한교수진이우수한학교로평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사성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육사, 해사, 공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세 사관학교를 상호 비교해 보면 육사는 학교 전통과 선·후배간의 유대관계에서 해사와 공사 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체력 및 신체조건에서는 세 사관학교가 서로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만 육사와 경찰대를 서로 비교해 보면, 육사는 교육환경과 시

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경찰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경찰대는 육사보다

사회진출이 용이하고, 학업성적과 교수진에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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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성에서는이들두학교가서로비슷하게평가되고있다고볼수있다. 육사와해사, 공사, 그리고경

찰대와는달리간호사는응답자들로부터속성전반에대하여뚜렷한이점을가지고있지않은학교로평

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2 학교별 속성 평가에 대한 포지셔닝 결과

3.3. 속성값의 크기 비교

유사성 자료로부터 도출된 2차원 공간상에서의 각 학교의 위치 좌표 (X,Y )와 속성 평가 자료를 이용

하면 학교별 속성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하기 위한 속성값의 크기는 포지셔닝 맵상에서의 속

성벡터를 구함으로서 가능한데, 속성벡터는 유사성 자료를 이용하여 ALSCAL로부터 산출된 학교별 위

치 좌표값 X와 Y를 독립변수로, 응답자들이 각 학교에 대하여 속성별로 평가한 값들의 평균값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hepard, 1962; Kruskal, 1964). 이때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추정값이 포지셔닝 맵상에서의 속성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좌표값이 되는

것이다. 속성벡터의 신뢰성 정도는 결정계수값 R2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뚜렷이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R2의 값이 0.6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유사성 자료와 속성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속성벡터의 좌표값 즉, 방향코사

인값은표 3.3에주어져있다. 회귀분석결과에서표준화된회귀계수의추정값을속성벡터의좌표값으로

사용하는이유는벡터가원점을통과하도록하기위해서이며, 이때회귀계수의추정값은축과속성벡터

간의코사인값이되므로이를속성벡터의방향코사인 (directional cosine)이라부른다.

표 3.3을 분석해 보면 학교위치와 사회진출 용이성에 대한 속성벡터의 R2값은 0.65∼0.78로 다른 값

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나머지 속성에 대한 R2의 값은 0.89∼0.9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

적으로회귀분석으로부터얻은속성벡터들에대한신뢰성정도는매우좋다고할수있다.

표 3.3의 방향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그린 속성벡터는 그림 3.3에 주어져 있다. 포지셔닝 맵상에서 속

성값의크기는각대상학교로부터속성벡터에직각이되는직선을그었을때벡터가지향하는방향에서

앞쪽에 위치하는 학교일수록 그 속성값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훈영, 2006). 예를 들어, 각 학교로부터

그림 3.3의 체력조건 속성벡터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속성벡터와 만나는 점이 각 학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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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포지셔닝 맵 상에서 속성벡터들의 방향 코사인값

속성 차원 1 차원 2 결정계수 R2

학업성적 0.846 -0.518 0.929

체력 및 신체조건 0.884 0.373 0.926

교육 환경 0.992 0.031 0.989

교육 프로그램 1.000 -0.096 0.998

교수진 0.919 -0.442 0.989

학교 위치 0.766 -0.491 0.782

학교 전통 0.882 0.291 0.895

장래성 0.945 -0.385 0.995

사회진출 용이 0.481 - 0.683 0.656

선·후배간 유대관계 0.933 0.251 0.963

그림 3.3 학교와 속성벡터를 결합한 포지셔닝 맵

력조건 속성값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며, 이때 속성벡터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육

사이다. 따라서 체력조건 면에서는 육사가 속성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공사→해사→경찰대→간
호사순이라고할수있다. 신체조건, 학교전통, 선·후배간의유대관계에서도체력조건과동일한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육사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대→

공사→해사→간호사 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래성과 교수진에서는 경찰대가 육사보다 다소 좋게

평가되고있으나그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비하여해사, 공사, 간호사는이들두

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학교 위치 및 사회진출의 용이성 면에서는

경찰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사→공사→해사→간호사 순인 것으로 나

타나고있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각 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교육 목표에서부터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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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사성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세 학교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

여 있으며, 실제로도 보다 더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세 사

관학교를 상호 비교해 보면, 교육환경 및 시설, 교육프로그램, 교수진의 우수성, 학교전통 등 전반적인

면에서 육사가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사는 타

사관학교에비하여가장뒤떨어지는것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결론

본연구는기업의마케팅전략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다차원척도법을이용하여특수목적대학에진

학하고자하는학생들이이들대학에대하여어떠한이미지를가지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에목적을두

고 있다.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한 포지셔닝 분석은 이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각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학교별 속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상태를 다차원 공간상에서 쉽게 파악하

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이용한 분석은 특수 목적대학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과 더불어 각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 시 필요한 기초 자료

를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육

사, 해사, 공사, 경찰대, 간호사 등의 이미지에 대한 포지셔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로부터 나

타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육사, 해사, 공사는서로경쟁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육사, 해사, 공사는 체력 및 신체조건, 학교전통, 선·후배간의 유대관계가 좋은 학교로, 반면에

경찰대는사회진출이용이하고, 학업성적이우수해야입학할수있으며, 교수진이좋은학교로평가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육사는 교육 환경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학교전통 등에서 해사와 공사보다 더 좋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해사는 이들 학교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사는 경찰대보다 학교전통, 선·후배간의 유대관계, 교육환경 및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는우수하지만교수진, 학업성적, 사회진출의용이성등에서는경찰대보다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고있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육사는 학업성적, 교육환경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등 전반적

인 면에서 해사와 공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대보다 학업성적면에서 떨어지는 것으

로평가되고있으며, 또한사회진출면에서도경찰대보다불리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고할수있다. 따

라서 육사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보다 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그리고 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해사와 공사는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우수

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과 이에 따른 적절한 홍보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특수 목적대학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각각 설립이 되었기에 선발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간에는 우수자원을 유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특수 목적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물론 자신의 적성과 신

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 즉, 학업성적이라든지 교육환경과 시설, 교

육 프로그램, 교수진, 학교전통, 생활의 안정성 등에 대한 대상 학교의 이미지 역시 학교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학교차원의대책수립과홍보전략의변경을통하여수험생들의이미지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on the images of special purpose academies 19

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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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s of the Military Academy, Naval

Academy, Air Force Academy, Police Academy, and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For this research, we surveyed 363 applicants

to special purpose academies including Military Academies and Police College. The

study showed that the Military, Naval, and Air Force Academies had stronger image

than the Police Academy in the area of physical strength, tradition, and fellowship

between senior and junior.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Academy had better im-

age in the area of social activity and applicant’s academic achievement. The Military

Academy had been evaluated the best school among the three Academies in the area

of applicant’s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environment, faculty, tradition, and

fellowship between senior and junior.

Keywords: Multidimensional scaling, positioning map,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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