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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미디어정치콘텐츠들의 인

식 개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하여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효과적 유형요인들을 짚어봄으로

써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미디어정치콘텐츠들의 인식 

개선에 관하여 실증적이고 심층적 Q 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

와 같다.

이 과정에서 시도되는 구체적인 Q-statements(Q진술문)는 다

양한 국내외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된 다각적인 선행 사례연구

를 포함하며, 조사범위는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과 관련 문헌, 연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

술문 정리가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Abstract

This work was researched by practical method in a 

subjectivity study accessible in-depth, in sloughing off 

old habit of functional quantity analysis about Reception 

Type on awareness-improvement of media-political- 

contents.

This study is to ascertain acceptance behavior about 

Reception Type on awareness-improvement of media- 

political-contents, 21th ; to offer a developmental 

suggestion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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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치콘텐츠

의 인식 개선에 관하여 이미 사용되어 온 기능적 수량분석

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 접

근할 수 있는 질적 분석방법의 하나가 되는 Q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선에 대한 이해

에서 변화하고 있는 국내 대학생들의 인지 행태에 따른 올

바른 모델 또는 전략에의 제언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

를 통한 Q방법론적 유형화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 및 이에 대한 쟁점요소들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

식 개선에 대한 이전의 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정리하

고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증적이고 심층적 

Q 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규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선에 대한 대

학생들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인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론

1. 연구설계

  본 논문에 대한 문헌분석은 객관적인 가치 분석이 가능

하여, 최근 대학생들의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선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와 평가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한 이와 같은 평가는 객관적인 가치규명뿐만 아니라, 효과

적인 활용 유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다. 조

사범위는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실

시하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모든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1)을 대상으로 Q심층조사

를 실시하였다.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선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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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 대상으로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한 분야로서 Q 심층조사 

분석은 Grand Tour Technique2) 방식을 채용해 실시할 

예정이므로 공통의 분야와 개별 분야로 나뉘어 연구주제

들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연구 주제들은 현재 연

구 수행 전의 단계에서 확정된 것들이며,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살린 진화적 설계

(Evolving Design)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문제가 포

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Q 심층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이므로 초기 인터뷰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인

터뷰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띠게 된다. 때문에, 위

에 열거한 인터뷰의 항목들이 현재 제안서 단계에서 확정

적인 것은 아니며, 최초 3-4회 정도의 인터뷰를 거치면서 

보다 집중적인 이슈들로 진술문 정리가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인터뷰의 과정은 리쿠르팅에서부터 코딩 분석까

지 설계되었으며, 실제 리쿠르팅은 본 연구팀에서 대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분석의 

두 가지 일을 맡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R방법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각각

의 유형을 구조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 기술하고 설명

하는데 좀 더 발견적이고 가설생성적인 Q방법론3) 분석결

과를 토대로 좀 더 다각적인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

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선에 관한 연

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량적 방법론(R방법론)으로 객관

적 통계분석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Q방법론4)적 분석논

문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타 학문 분야와 관련된 자

아구조(schema) 속에 있는 요인들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분석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1)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Q대상자들로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다.

2) 소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테마를 찾아가는 방식인 

Laddering과 달리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구

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는 방식으로써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인터뷰 진행이 실시되는 비구조적 인터뷰임

3) 김흥규(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

학 논문집』. 6(1). pp.1-11.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ryzek, John 

S.(1990), Discursive Democracy: Politics,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K; Canbridge University 

Press.

4) Brown, S.(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rown, 
S., D. During and S. Selden.(1999). Q Methodology. In G. 
Miller and M. Whicker,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연구는 기존의 이론에서 연역적인 가설을 도출하는 종래

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갖게 되는 주

관적 이미지에 의하여 새로운 가설을 발견(hypothesis 

abduction)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5) 이는 Q방법론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인간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

성 구조에 따른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미디어정치콘텐츠의 인식 개

선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

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Q방법론

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작업은 진술문 형태

의 카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이 진술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본 논문과 관련된 국내문헌, 그리고 대학

생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Q모집단(concourse)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진술문(Q-statement)을 작성한 후, P샘플을 

선정, 분류작업(sorting)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Q-sort를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5) 선우동훈(1991). “Q방법론에 의한 소비자행동 연구”. <광고연

구> 여름호(제11호). 한국방송광고공사. p.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