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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육의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의 ‘경상 학’, ‘경영계열’에 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 
학생 30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경영과 관련한 30개 단어를 Q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
다. <유형 Ⅰ>은 ‘경영전반’, ‘장사’, ‘돈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전반관심형」, <유형 Ⅱ>는 ‘돈관리’, ‘사람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돈/사람관리형」, <유형 Ⅲ>은 ‘장사’, ‘마케팅’, ‘판매영업’ 등의 경영 내지는 비즈니스 용어를 강조하고
있어 「비즈니스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에 한 교차분석결과 표본수를 2배수로 한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학입시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의 경영계열에 한 인식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주제어 : 경영계열, 고등학생, 주관성연구, Q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at is the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of management, ’business school', which is the demand of university education. Especially, for the 
analysis, the Q methodology was used to typify the recognition. 30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ed 30 
selected Q-statements into 9points standard. As a result of analysis, three types were defined. <Type 
I> emphasized ‘overall management’, ‘business', and ‘money management'. So, we called 「Type of 
Overall Business Interest」. <Type Ⅱ> emphasized ’money management‘ ‘Member Management'. So, we 
called 「Type of Management Money and Member」. And  <Type Ⅲ>  emphasized ’business’, ‘marketing’ 
and ‘sales’. So, we called 「Type of Business Recognition」. In addition, we found a hypothesis that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business line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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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은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

과 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교육부의 구조개혁평
가를 시작으로 학가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환
경이 되었고, 그 평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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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말을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
라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변하였다[1,2]. 이에 따라 
학교육의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에 한 학의 응노력
은 이어지고 있다[3].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자가 소속
하고 있는 ‘경상 학’, ‘경영계열’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
식이 어떠한가에 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자료검색창에서 ‘경상계열’, ‘경영계
열’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학의 학과 중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
과, 무역학과 등 상업 활동과 관련된 학문들을 다루는 학
과를 묶어 상경계열 혹은 상경계통이라고 칭한다. 중략...
상경계열 학과는 공과 학과 같이 기업에서의 실무와 관
련된 지식을 배우는 학문인만큼 최근 인문, 사회과학 전
공자에 비해서 그나마 취업 상황이 좀 더 낫기 때문에 문
과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과 계열 중 하나
이다[4].

고등학생들은 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5,6]. 이는 고등학생들은 매우 제
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학 전공학과를 선택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학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는 학 생활 및 그 이후의 직업선택 등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학 생활 및 전공에 학선택의 자율
성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7]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학 전
공학과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학 당국에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바탕으로 과
연 그들이 알고 있는 또는 정보를 통하여 이해 및 생각하
고 있는 경상계열에 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상계열( 학), 또는 경영계열( 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과 
이들 질문으로부터 추출한 진술문(Q-statements)을 바
탕으로 인식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과정
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을 활
용하였다. Q방법론은 특정 상에 한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다. 최근에 많은 연
구들이 통계를 위한 ‘통계연구’처럼 보이는 연구물이 쏟
아지는 현재의 연구 경향 속에서 인간의 주관성을 상

으로 한 다른 차원의 연구방법적 접근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Q방법론은 독특한 방법론적 전통에 기
반 하여 전개해야 한다[8]. 이를 위해 연구자는 보다 체계
적인 접근을 위한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참여자 및 정
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일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하여야 한다[9,10]. 또한 일련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로써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의 준비’를 제시하기도 한다[10,11]. 따
라서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자는 사회현상, 일련의 과정과 
그 속에서 보여 지는 인물 및 사물들의 현상에 하여 
‘있는 그 로 바라볼 수 있는(seeing to do as they 
are)'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질적연구는 이러
한 접근을 바탕으로 연구 상의 본질적 속성을 밝혀가는 
해석적 패러다임으로써 방법(method)이상의 방법론
(methodology)이다[11,12]. 따라서 Q방법론은 가설검
증을 위한 계량연구의 이전에 가설발견적, 가설추론적방
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12,13].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상
으로 학의 경영 및 경제 등의 인식에 한 진단을 바탕
으로 한 Q방법론을 활용한 주관성연구를 실시하였다. 주
관성연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향후, 많은 표본
을 상으로 한 가설검증적 계량연구로의 활용을 기 한다.

2. 경상계열, Q방법론의 이해

2.1 경상계열에 대한 생각
학의 입시생을 위하여 학소개에서 일반적으로 ‘경

상계열’, ‘경영계열’, 또는 ‘경상 학’과 같은 경영 및 경상
관련 전공에 하여 다양한 자격증과 취업진로를 중심으
로 소개하고 있다[14-17].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과 :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회계, 재무관리, 마
케팅, 생산, 인사조직, 전략, 국제경영 등을 학습한다. 관
련자격증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
사, 변리사, 공정 관리기사, 감정사, 공인노무사, 경영노
무사, 경영 지도사, 보험 계리인, 손해 사정인 , 물류 관리
사 등이 있다”[18]. 

또한, 앞서 서론에서와 같이 ‘나무위키’에서는  경상계
열의 학과는 기업에서 실무와 관련된 영역을 학습함으로
서 취업에 좀 더 직접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업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함을 알 수 있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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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Model 

그러나 과연 학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이 학생
의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이 우선
적인 것인가에 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의 본
질은 ‘학문의 전당’으로 ‘학문’이라 함이 ‘취업을 위한 학
문’이라고 하기 에는 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21세기 오늘의 학사회, 학문화 
그리고 학의 시장에서는 ‘취업’, ‘취업률’이 전제 조건처
럼 학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 하여왔다
[19-21]. 그러나 이에 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서 여러 안을 모색하고 있다.1)

이러한 학교육의 환경에서 본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
는 ‘경상 학’, ‘경영계열’에 한 잠재적 교육수요 상자
인 고등학생들의 인식의 진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2.2 Q방법론의 이해
Q방법론은 스티븐슨(Stephenson)이 1935년 

Nature에 방법론적 가능성을 발표[28]한 이후, 인간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연구방
법론으로 고려되어 왔다. 

Q방법론의 배경 논리에 해 스티븐슨은 마치 암흑의 
공간에 작은 조명을 비추는 것으로 종종 비유하였다. 즉, 
Q방법론의 일련의 과정을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 빛이 닿는 곳을 볼 수 있
으며 나머지 부분도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
도록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설추론의 방법론이다
[13,22].

따라서 스티븐슨은 연역적 추론의 한 방법론으로서 환
원주의는 주어진 가설과 이론 혹은 문제에 한 연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검증하려는 논리로 보았고, 이로써 
가설은 사실(fact)의 연합체가 된다는 것이다[13].

1)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http://cafe.daum.net/no-worry

Q-Method R-Method

Perspective Subjectivity Objectivity

Measure Communication Information

Hypothesis Self-referent Empirical study
Logic Abduction Deduction

Variable person questions

Table 1. Q-Method & R-Method[9]

기존 방법론은 연역과 귀납을 이용하여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가설연역적
(hypothetic-deductive)’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Q방
법론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 낸다. 즉, 전통적인 가
설검증 및 실증연구는 Pearson의 Correlation에서 출
발한다. 반면에 여기서의 Q방법론은 가설검증 이전에 가
설이 어떻게 도출되고 발견되는지의 ‘가설발견’ 및 ‘가설
추론(hypothetic-abduction)’의 논리에서 출발한다
[20,21].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설명
을 위한 사건 및 내용에 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22]. 그것이 바로 주관성연구
인 Q방법론이라 하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의 ‘경영

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상
으로 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Table 2와 같이 S고등학교
의 재학생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일련의과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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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Q분류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상은 경기도 

S시에 소재한 S고등학교의 학생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Number Ratio(%)

Gender
Male 15 50.0

Female 15 50.0

Grade

1 10 33.3

2 10 33.3

3 10 33.3

Total 36 100

Table 2. P-Sample’ General Characteristics

3.3 분석과정
3.3.1 Q모집단과 Q표본(진술문) 선정
Table 3과 같이 확보된 Q모집단은 코딩(coding)과

정2)을 거치면서 표성 있는 Q표본(Q-sample) 총 30
개의 진술문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atements

1. Business 2. Money Management

3. People Management 4. Research & Development

5. Global Exchange 6. Employment

7. Leadership 8. Costing

9. Economic 10. Trade

11. Create Profit 12. Politics

13. Making Money 14. Organization Management

15. Account 16. Marketing

17. strategic 18. Company

19. Start-up 20. IT

21. Way to Success 22. Difficulty

23. Exciting 24. Heavy

25. Hard 26 General Management

27. Achieving a Goal 28. Financial Management

29. Manufacture 30. Sales

Table 3. Q-Sample 

3.3.2 Q-분류(Q-sorting) 
Q분류(Q-sort)는 계량연구의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자

들의 설문응답과정이라 하겠다. 다만, Q분류 과정은 Fig. 
2와 같은 분류표에 강제적 분류(forced distribution)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부담이라 하

2) 질적연구에서의 코딩(coding)은 분석의 출발이다[26]

겠으나, 본 Q분류는 Q방법의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Q분류는 R방법론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보다 매우 주관
적이고 복잡할 수 있다[25].

disagree neutral agree
1 2 3 4 5 6 7 8 9
-4 -3 -2 -1 0 +1 +2 +3 +4

Fig. 2. Q-Sample Distribution Structure

3.4 자료처리 및 분석
Fig. 2에 의하여 모아진 응답결과를 QUANL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요인분석결과, 유형이 도
출되고, 각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P표본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를 바탕으로 분석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분석결과

4.1 경영계열에 대한 고등학생의 주관성 유형화 결과
Table 4는 각 유형에 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 Ⅰ>은 22.81%, <유형Ⅱ>는 10.01%, <유형 Ⅲ>
은 7.55% 로 전체 40.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Eigen Value and Variances

Factors Ⅰ Ⅱ Ⅲ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6.8424
.2281
.2281

3.0044
.1001
.3282

2.2639
.0755
.4037

Table 5는 유형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형 1>과 <유
형 Ⅲ>이 0.417로 다른 유형간의 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Factors Ⅰ Ⅱ Ⅲ

Ⅰ
Ⅱ
Ⅲ

1.000 .290
1.000

.417

.2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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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3가지 유형별 응답자 P표본의 분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Ⅰ>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었고, 희
망전공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경영’을 희
망전공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가중치가 높고, 관심도도 
‘상’, ‘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 Ⅱ>는 응답자의 희망전
공이 이공계열이 높고, 경상계열에 한 관심정도는 ‘중’
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유형 Ⅲ> 역시 응답자의 전공
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관심도 역시 ‘중’과 ‘하’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Factors Loadings Gen Grade Wish Major Interesting

FactorⅠ
(N=14)

2.3337
2.1892
2.0946
1.2737
.9809
.8843
.8156
.6823
.5933
.5178
.4397
.2627
.1155
.0789

F
F
M
F
M
M
M
F
F
F
M
F
F
F

1
2
3
3
3
3
1
1
1
3
1
3
2
1

Business
Account

Psychology
Business
Sports

-
Media

Education
Medicine

Childhood Edu
Police Ad

Design
Medicine
Design

H
H
M
H
M
M
M
M
M
M
M
L
M
M

FactorⅡ
(N=10)

1.6032
1.4306
1.3451
1.3025
.8994
.8472
.5704
.3318
.2555
.2017

M
M
M
M
M
M
F
F
F
M

1
3
1
2
2
2
2
2
1
2

Mechanical Eng
Media

Business
Physics

Automotive Eng
Aviation Eng

Service
Engineering

Physics
Optometry Sci

M
M
M
H
L
M
L
M
H
M

FactorⅢ
(N=6)

1.7980
1.6227
1.3456
1.0168
.6517
.1640

M
F
M
M
F
F

2
3
1
3
3
2

Chemical Eng
Education

Protection Sci
Police Ad
Police Ad

Chemical Eng

M
M
L
H
L
H

Table 6. Characteristics of Factors

Table 7은 3개의 유형별 Q표본의 표준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분포결과 <유형 Ⅰ>은 ‘경영전반’, ‘장사’, 
‘돈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전반관심형」으로 명명
하였다. <유형 Ⅱ>는 ‘돈관리’, ‘사람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돈/사람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장
사’, ‘마케팅’, ‘판매영업’ 등의 경영 내지는 비즈니스 용어
를 강조하고 있어 「비즈니스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Statements Ⅰ Ⅱ Ⅲ

1. Business 1.7 .1 1.8

2. Money Management 1.6 1.6 .4

3. People Management -1.1 1.4 -1.7

4. Research & Development -1.7 -.7 -.7

5. Global Exchange -.7 .1 -1.1

6. Employment -1.0 -1.9 -.2

7. Leadership -.1 -.1 -1.0

8. Costing 1.3 .4 -.8

9. Economic -.6 -.1 -1.4

10. Trade 1.2 .3 .4

11. Create Profit -1.4 -.5 -2.2

12. Politics .3 .0 -.1

13. Making Money .7 .8 .8

14. Organization Management .6 -.5 -1.1

15. Account .4 1.0 -.1

16. Marketing -.8 1.0 1.7

17. Strategic .7 .8 .6

18. Company .4 .4 .4

19. Start-up .4 -1.9 .6

20. IT -1.1 -1.4 .2

21. Way to Success -.6 -2.3 -1.3

22. Difficulty .1 -1.7 -.8

23. Exciting .9 -.6 1.4

24. Heavy -1.3 -.3 .7

25. Hard -.7 .7 .7

26 General Management 1.7 1.1 .7

27. Achieving a Goal -1.1 .7 .4

28. Financial Management .5 1.0 .1

29. Manufacture -1.3 .4 .2

30. Sales .8 .1 1.6

Table 7. Each Q-Sample’ Z-score Distribution

4.2 경영계열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유형별 특성 
4.2.1 제1유형: 경영전반관심형
Table 8은 <유형 Ⅰ>에서 강조되어진 Q표본을 나타

내고 있다. 즉, <유형 Ⅰ>은 경상계열 및 경상 학에 하
여 ‘경영전반’, ‘장사’, ‘돈관리’, ‘경제’, ‘이윤창출’ 등의 경
영전반에 한 용어에 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유형 Ⅰ>을 「경영전반관심형」으로 명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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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Ⅰ
Q-Statement Z-Score

26 General Management
 1. Business
 2. Money Management
 9. Economic
11. Create Profit

1.71
1.69
1.55
1.31
1.24

 3. People Management
23. Exciting 
29. Manufacture
20. IT
12. Politics
 4. Research & Development

-1.06
-1.07
-1.31
-1.32
-1.38
-1.70

4.2.2 제2유형: 돈/사람관리형
Table 9는 <유형 Ⅱ>에서 강조되어진 Q표본을 나타

내고 있다. <유형 Ⅱ>는 ‘돈관리’와 ‘사람관리’가 우선적으
로 관심 있는 용어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Ⅱ>를 「돈/
사람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9.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Ⅱ
Q-Statement Z-Score

 2. Money Management
 3. People Management
26 General Management
16. Marketing

1.57
1.44
1.06
1.03

23. Exciting 
25. Hard
 6. Employment
25. Hard
24. Heavy

-1.36
-1.65
-1.87
-1.88
-2.28

4.2.3 제3유형: 비즈니스인식형
Table 10은 <유형 Ⅲ>에서 강조되어진 Q표본을 나타

내고 있다. <유형 Ⅲ>는 ‘장사’, ‘마케팅’, ‘판매영업’, ‘창업’
과 같은 Q표본을 강조하고 있어, 「비즈니스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0.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Ⅲ
Q-Statement Z-Score

 1. Business
16. Marketing
30. Sales
19. Start-up

1.78
1.70
1.56
1.37

 5. Global Exchange
14. Organization Management
24. Heavy
10. Trade
 3. People Management
12. Politics

-1.06
-1.15
-1.28
-1.37
-1.70
-2.19

  

4.4 가설발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관성연구인 Q방법론은 많은 표

본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가설검증의 연구와 달리, 가설을 
발견하여 설계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가설발견적 접근방법(hypothesis abduction)’을 
수행하게 된다. 즉, 3개의 유형별 분포하고 있는 P표본의 
성별 및 경영에 한 관심정도를 교차분석결과, 30개의 
응답수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으나, 2배수(n=60)
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1.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by Type

 Ⅰ  Ⅱ  Ⅲ

Female 9(64.3) 3(30.3) 3(50.0)

Male 5(35.7) 7(70.0) 3(50.0)

Total 14(100) 10(100) 6(100)
X2= 2.74(0.25) => 2times X2= 5.49(0.06)

Table 12.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Interest by 
Type

 Ⅰ  Ⅱ  Ⅲ

High 3(21.4) 2(20.0) 2(33.3)

Middle 10(71.4) 6(60.0) 2(33.3)

Low 1(7.1) 2(20.0) 2(33.3)

X2= 3.18(0.42) => 2times X2= 7.62(0.0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계할 수 있다.
<가설> 고등학생들의“경영계열”에 한 인식은 응답

자의 특성/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의 위기라는 학환경 하에서, 학교
육수요자인 고등학생들에게 향후 희망하는 전공에 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영’ 및 ‘경상’계열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진단하고, 이러한 
인식이 고등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30명의 고등학생 P-표본
과 30개의 경영계열과 관련한 용어인 Q표본을 선정하여 
Q분류를 실시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Q분류 결과, 3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유형 
Ⅰ>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었고, 희망전공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경영’을 희망전공으로 응답한 응
답자의 가중치가 높고, 관심도도 ‘상’, ‘중’이 높게 나타났
다. <유형 Ⅱ>는 응답자의 희망전공이 이공계열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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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에 한 관심정도는 ‘중’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
다. <유형 Ⅲ> 응답자의 전공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관심
도는 ‘중’과 ‘하’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형 Ⅰ>은 ‘경영전반’, ‘장사’, ‘돈관리’ 등을 강
조하고 있어 「경영전반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Ⅱ>는 ‘돈관리’, ‘사람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돈/사람
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장사’, ‘마케팅’, 
‘판매영업’ 등의 경영 내지는 비즈니스 용어를 강조하고 
있어 「비즈니스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3개의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에 한 교차분석결
과 표본수를 2배수로 한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이를 바탕으로 학입시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의 경영
계열에 한 인식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Q방법론을 ‘가
설발견의 방법론’으로써의 유용성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가설검증적 연구이전
에 가설생성 및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
하여 고등학생들의 경영계열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활용한 Q방법은 ‘주관성연구’로 활용되
어져 왔고, 주관성연구는 계량연구 이전의 질적연구방법
이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은 많은 표본을 상을 하는 
계량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질적연구는 표본 수보다 그 
표본을 상으로 하는 연구방법 및 측정과정에 따른 방
법론(methodology)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이러한 질
적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사물을 있는 그 로 바라는 
시각”의 역량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가설발견적 접근으로써의 유용성은 기 할 수 있으나, 많
은 표본을 상으로 한 가설검증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상을 바탕으로 한 계량연구로의 
확장을 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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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 설(Yu, Young Seol)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 학교 (이학박사)
․ 2019년 3월 현재 : 수원농생명과학고
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스포츠경영, 체육행정, 육상
운동

․ E-Mail : yssports4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