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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도서관 직무간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서울 

소재 32개 대학도서관 545명의 직무를 대상으로 빈도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밀도 및 연결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다양한 직무를 가진 대규모 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보다 낮은 밀도와 

느슨한 연결성을 보였다. 두 번째, 소규모 도서관이 3개의 직군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한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1개의 기술 업무 영역과 3개의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영역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세 

번째, “목록”, “분류”와 같이 특정성이 높은 직무들이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 중

심성을 보인 반면,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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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545 job descriptions in 32 university libraries in 

Seoul, and drew the job distribution and their relations. Furthermore, for find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scale of libraries, this study performed secondary analysis by dividing them two 

groups. Results show that large scale library show lower density and loose connectivity than 

small scale library. And while jobs of small scale library were clustered 3 groups, large scale 

university cluster 4 groups containing 1 technical job and 3 diverse user services. And the jobs 

that has high specificity, such as catalog or classification, shows high degree centrality in the 

case of small scale library. Whereas in large scale library they show lower degree centrality, so 

it can be said that these jobs were performed somewhat independently in large scale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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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 및 조직

구조도표 분석 방식이 자주 이용되어 졌다. 설

문조사 방법은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들고, 

자료수집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이 낮아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되지만, 부

정확하거나 자기 방어적 과장 응답으로 인해, 

문제 분석에 활용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임도빈 2007). 한편 

조직의 기능적 부서를 하나의 도표 안에 담고 

있는 조직구조도표 분석은 공식적 커뮤니케이

션 통로를 나타내고 있어 조직의 지휘와 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조직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은 비공식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

가 최근 조직의 속성이 위계와 기능적 경계가 

거의 없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변화되고 있어, 

직무의 상대적 특성이나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보완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은 의사소통집단 내 

개체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두고, 개체간 연결 

상태 및 구조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기법을 의미한다

(김용학 2004).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 또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어지면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저

자, 고객, 주제어 등 다양한 개념의 연계성 분

석에 적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도서관

의 조직 및 직무 진단에 적용한 경우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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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많지 않지만, 공식적인 업무 관계뿐 아니라, 

조직 내에 숨어있는 다양한 관계 패턴을 분석

해 낼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관계 

구조나 행태의 중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박

치성, 원구환 2009).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은 

도서관의 기존 조직진단분석 방식에 보완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직무 분포를 밝히고 각

각의 연계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인

력이 많은 대규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직무간의 연결성, 그

리고 그 차이를 규명해 본다. 데이터 분석을 위

하여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대학 편람에 수

록된 서울 소재 32개 대학 545명의 직무 기술

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동시출현단

어분석 및 행렬산출을 위해 KrKwic과 KrTit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 처리를 위해서는 NodeXL(nodexl.code 

plex.com)을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네트워크란 복수의 사람․조직․사물 등을 

연결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개체의 구

조를 기술․분석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기법으로, 최근 사회과학, 경영학, 응응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에서는 연결 구조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밀도(Density)

나 중심성(Centrality) 등을 사용한다(Smith 

2009). 밀도는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확산이 빠름을 의

미한다. 한편,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

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 

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

로 세분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의 개

수로, 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지

수를 보인다. 근접 중심성은 각 노드간의 거리

를 근거로 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

한 최소 단계 합의 역수로 정의한다. 마지막으

로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와 노

드간 중재자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높은 지수를 보인

다(최일영, 이용성, 김재경 2010).

2.2 사회 연결망 분석과 직무 분석 

모든 조직은 구성원과 이들 간의 관계로 이

루어진 사회 네트워크이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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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상호 작용을 통하

여 조직의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조직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 역시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라

는 네트워크로 파악되고, 구성원은 네트워크 

관계에 따른 구조적 위치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조직과 

직무 분석에 있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고 평가되어 진다(박치성, 원구환 2009).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에서 주요 측정 지표

로 활용되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직

무 분석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연결 중심성은 한 직

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의 수로 측

정된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직무는 많

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직무로 표현될 수 있으

며, 소시오그램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다. 반면 연결 중심성이 낮은 직무는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연결 관계를 가지는 직무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 분석에 있어,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핵심 업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정천

수, 신길환, 한우철 2011). 전문성을 가지는 특

정 업무가 주변 업무로 나타날 확률이 크며, 총

무, 회계 등 내부관리기능과 복수의 조직원에 

의해 중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일상적 관리 

업무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에서 또 다른 주

요 측정 지표인 매개 중심성은 여기에서는 특

정 노드를 거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전

체 조직 구성원 쌍의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정 직무 a가 얼마나 타 조직 구성원들을 매

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고 말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조직에서 매개

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

타낼 수 있어, 업무 충돌 시 조정 역할을 수행

하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

해 연결 중심성에 의해 업무 관계가 많은 직무

와 그렇지 않은 직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매개 

중심성을 통해서는 업무의 중재 및 조정 역할

을 수행하는 직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간 통로의 역할, 다시 말해 다른 업무와

의 연대 활동을 촉진시켜, 경우에 따라 업무 지

원 및 조정을 위한 팀으로 개편 가능하다(최선

주 외 2011). 

사회 연결망 분석을 직무 및 조직 분석에 활

용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에 관련된 다수 조직 간의 외적 연결

망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지식공

유나 비공식 연결망의 실체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직간의 연결망을 분

석한 연구에는 “LH 초록사회만들기”와 같은 

복지 및 사회 사업 조직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기업,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의 연계성을 

분석하거나, 그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

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최선주 외 2011; 이미

홍 외 2011). 한편, 조직내 연결망을 분석한 연

구로는 기업의 IT 조직내 직원간의 의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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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정천수 외 2011), 대

학 행정 조직내 사회 연결망을 통해 지식 공유 

및 혁신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최재훈 

2011), 대학 조직의 비공식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최창현 2006), 그리고 조직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

이 수행된 바 있다(박호철 2011). 

2.3 도서관 직무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도서관의 직무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정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직무의 특성

과 변화를 파악하여 표준 직무 모형을 제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졌다. 분석 방법으

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방식이 

다수 이용되어 졌으며, 구인 광고나 직무 기술

서에 나타난 직무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직무 분석이 수행된 연구들을 관

종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학교도서관과 공공

도서관 영역에서는 사서직의 직무를 분석하거

나 효율적인 직무 체계를 제안한 연구(안인자 

외 2008; 김유진 2008)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그밖에 어린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표준 직무 

모형을 제시한 연구(윤희윤 2008) 등도 수행

되었다.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사서의 직무 

만족 요인(유길호 2002)이나, 업무의 아웃소싱

(윤정옥 2004)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

었으며, 직무 내용 실태를 분석하여 표준 모형

을 제시한 연구(김신영 2010) 등도 수행되었

다. 정리하자면, 도서관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직무의 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거나 교과 과정 개발의 기초 자

료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와 

같이 직무간의 연결성을 분석하거나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루

는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파

악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도서관 직무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무간의 인접 행렬 데이터를 도출해

야 한다. 인접 행렬은 “열람-대출”, “열람-반

납”, “대출-반납”과 같이 연관된 직무로 구성

된 쌍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방법 

중,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 상에 구축

된 특정 개념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인접 행렬 도

출을 위한 전단계로 단어가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나타내는 이원 모드 행렬과 단어대단어 

공출현(co-occurrence)빈도의 일원 모드 대칭

형 매트릭스를 먼저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위한 인접 행렬로 재작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열람, 대출, 반납, 연체료관리”와 같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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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A 학

직원 a: 시스템, 멀티미디어

직원 b: 열람, 출, 반납, 연체료 리, 서고 리

직원 c: 분류, 목록

직원 d: 총 , 수서

B 학

직원 a: 시스템, 홈페이지, 자정보

직원 b: 열람, 출, 반납

직원 c: 분류

직원 d: 목록

C 학

직원 a: 총

직원 b: 출, 반납, 서고 리

직원 c: 분류, 목록

직원 d: 열람, 주제 문서비스, 참고 사, 정기간행물 

<표 1> 직무 기술서 예시 

된 직무의 행렬을 도출하고, 다시 “열람-대출”, 

“열람-반납”, “열람-연체료관리” 등과 같은 인

접 행렬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데이터로서 이러한 직무 행렬을 도출하

기 위하여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에서 구축한 개인별 직무 기술서

(http://www.kpula.or.kr/present/view/lis

t.php)를 수집하였다. 직무 기술서에는 담당자

별로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를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서 1인이 평균 2.4 개의 

직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할당된 직

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팀이나 부서 내에서 유

사성 및 연계성이 있는 세부 직무들로 배정됨

을 전제로, 이를 인접 행렬 도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총 32개 사립 대학 

545명의 직무 기술서를 수집하였으며, 이 데이

터를 1차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규모별 비교

를 위한 2차 분석에서는, 소규모 대학으로 사서 

인력 수 10명 미만 11개교 81명의 직무 행렬을 

추출하였고, 대규모 대학으로 20명 이상 9개교 

258명의 직무 행렬을 추출하였다. 

3.2 분석 과정

본 연구는 빈도 분석을 위한 도구와 네트워

크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도구를 연계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빈도 분석 단

계에서는 분석 자료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

를 고찰하고,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

는 소시오그램 개념에 근거한 네트워크 지도 및 

연결/매개 중심성 수식을 통해 고찰하였다. 빈

도 분석과 공출현빈도 매트릭스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KrKwic과 KrTitle 소프트웨어(박한

우 외 2004)를 활용하였으며, 공출현빈도 매트

릭스에서 인접 행렬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는 비쥬얼 베이직의 Transpose 함수를 이용하

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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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의미(상위 지수) 도구 

빈도 많은 사서에 의해 수행되는 직무 KrKwic

네트워크 분석

연결 심성 연결성 는 력 계, 복수행성이 높은 직무
KrKwic, KrTitle

Nodexl
매개 심성 연  활동  매개성이 높은 직무

클러스터 상호 한 계를 가지는 직무간의 그룹

<표 2> 분석 항목 및 도구 

구분 예시

유사어

장서개발 

원문복사 

홈페이지 

장서 리, 장서 리업무

원문복사서비스

홈페이지 리, 웹사이트 리

의어/ 의어
자정보 

학 논문

자정보검색실, 자정보교육, 자정보이용교육

학 논문 리, 학 논문분류, 학 논문 수

생략어  오류어 산편성 상편성

<표 3> 용어 정제 

한 연결 중심성 지수와 매개 중심성 지수, 네

트워크 지도 및 클러스터 산출을 위해서 

Nodexl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업무 편람에 기재

된 직무는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표 3>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작업

으로 용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의어 

및 유사어, 광의어/협의어, 생략어 등의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어 추출 과정에서 등

장한 유사용어를 통일하고 불용어를 제거하는 

과정은 연구자 주관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

라 용어 출현 빈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3.2.1 1차 분석 방법

첫 번째,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업무 편람

에서 서울 소재 32개 대학 545명의 직무 행렬

을 텍스트 파일로 추출한다. 두 번째, 동의어,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생략어, 오류어 통제

를 수행한다. 세 번째, DOS 모드용 KrKwic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색인어를 추출한다. 약 

333개의 직무가 텍스트 파일로 도출되었다. 네 

번째, 4회 이상 등장한 색인어 52개를 추출한

다. 다섯 번째, 단어의 빈도 분석을 수행한다. 

여섯 번째, KrTitl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단

어가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나타내는 이원 

모드 행렬과 단어대단어 공출현빈도의 일원 모

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산출한다. 일곱 번째, 그 

중 공출현빈도행렬을 대상으로 비쥬얼베이직

의 Transpose 함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한 인접 행렬 데이터를 재작성한다. 여덟 

번째, Nodexl을 이용하여 연결 중심성 지수, 매

개 중심성 지수, Fruchterman-Reingold 방식

의 네트워크 지도,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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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2차 분석 방법

첫 번째,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 등록된 서

울 소재 대학에서 직원 수의 규모에 의해 대규

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을 구분한다. 직원 

수 규모에 있어, 최소값은 3, 최대값은 53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값은 17, 

중위수는 15로 나타났다. 중위수 값인 15를 기

준으로 양 그룹의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한 결

과, 여기에서는 가시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10 이하를 소규모, 10 이상 20 

이하를 중규모, 20 이상을 대규모로 재설정하

였다. 그 중 9개로 지정된 대규모 도서관에 포

함된 258명의 직원, 11개로 지정된 소규모 도

서관 81명의 직무 행렬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동의어,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생략어, 오류어 통제를 수행한다. 세 번

째, DOS 모드용 KrKwic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색인어를 추출한다. 대규모에서는 약 175

개가 소규모에서는 약 61개의 직무가 텍스트 

파일로 도출되었다. 네 번째, 각각의 경우에서 

2회 및 3회 이상 등장한 색인어를 추출한다. 대

규모에서는 33개, 소규모에서는 24개가 추출되

었다. 다섯 번째, 단어의 빈도 분석을 수행한다. 

여섯 번째, KrTitl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단

어가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나타내는 이원 

모드 행렬과 단어대단어 공출현빈도의 일원 모

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산출한다. 일곱 번째, 그 

중 공출현빈도행렬을 대상으로 비쥬얼베이직

의 Transpose 함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한 인접 행렬 데이터를 재작성한다. 여덟 

번째, Nodexl을 이용하여 연결 중심성 지수, 매

개 중심성 지수, Fruchterman-Reingold 방식

의 네트워크 지도,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를 산출한다.

4. 분석 결과 

4.1 1차 직무 분석 

4.1.1 빈도 분석 결과 

서울 소재 32개 대학도서관 545명의 직무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4회 이상 등

장한 직무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빈도 분

석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총괄”로 179

회였으며, “수서”가 115회, “분류”가 108회, 

“목록” 103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50회 이상 등장한 직무는 “전자정보” 90회, 

“열람” 86회, “정기간행물” 76회, “시스템” 52

회 등으로 나타났고, 10회 이상 나타난 직무는

“주제전문서비스” 31회, “이용교육” 32회, “홈

페이지” 15회, “연구지원” 13회 등으로 나타났

다. 그 밖에 “과제도서” 8회, “홍보” 8회, “강

의” 7회, “희망도서관리” 5회, “디지털콘텐츠

제작” 4회 등도 눈에 띈다. 

빈도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학도서

관 직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총괄”업무였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총괄 

업무를 전체 조직뿐 아니라, 팀, 과 등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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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분 빈도 

총 179 정보 사 12

수서 115 고서 11

분류 108 근로학생 10

목록 103 과제도서 8

자정보 90 비도서 8

열람 86 서고 리 8

정기간행물 76 이용자서비스 8

출 64 홍보 8

상호 차원문복사 60 강의 7

서무 55 연체료 리 6

반납 52 주제분석 6

시스템 52 지정도서 6

참고 사 39 학술자료정보색인 6

장서 리 32 교열 5

이용교육 32 기사색인 5

주제 문서비스 31 변상 리 5

멀티미디어 28 사물함 리 5

시설 25 희망도서 리 5

학 논문 19 기자재 리 4

산 18 등록 4

출입 리 16 디지털콘텐츠제작 4

이용자 리 15 보존 4

홈페이지 15 분실물 리 4

리 13 제본 4

기증 13 트제반업무조정 4

연구지원 13 희망도서 리 리 4

<표 4> 출현 빈도 

조직별로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수

서” 업무와 “분류”, “목록” 업무가 그 다음으

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도서관의 기술 업무

(Technical Service)로 분류되는 “수서”와 자

료조직 업무가 “총괄”을 제외한 실무 영역에

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까지 

물리적 소장 자원의 도입 및 조직과 관련된 업

무가 이용자 서비스 영역보다 도서관에서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자정보”, “시스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와 같은 전자 자원 또는 전산 관련 

업무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주

제전문서비스”도 눈에 띄었다. 

4.1.2 네트워크 분석 결과 

빈도 분석 결과에서 4회 이상 등장한 직무



대학도서관의 직무 연결성 분석

40

52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개의 노드

와 3,375개의 링크가 생성되었다. 또한 최대 4

개의 노드만 건너면 모두 연계가 가능한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를 보이

고 있으며, 평균 거리는 1.82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연결 중앙성이 높은 주제는 33개가 연계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주제는 

1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도가 높은 직무는 연결성이 많거

나 중복성이 높은 직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

장 높은 지수를 보인 직무로 나타난 것은 “수

서(32)”였다. 그 밖에 “열람”과 “정기간행물”

도 30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서”의 경우, “희

망도서”, “예산”, “전자정보”, “정기간행물”, 

“기증”, “기자재”, “비도서” 등 다양한 업무와 

연결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열람”은 “대출”, 

“반납” 이외에도 “정기간행물”, “서고”, “학위

논문” 등 다양한 직무와 연계되어 있었다. 두 

번째, 빈도분석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분류”

와 “목록”은 각각 25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분류”와 “목록”은 도

서관에서 다수의 사서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직무이기는 하지만, 이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다른 직무는 상대적

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문적

<그림 1> 직무 네트워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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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결중심도 매개중심도 직무 연결중심도 매개중심도

수서 32 72.404 홈페이지 12 1.277

정기간행물 30 61.306 근로학생 11 8.161

열람 30 102.237 지정도서 10 3.623

이용교육 28 54.309 강의 8 0

반납 28 64.575 과제도서 8 0.731

자정보 27 162.068 기증 8 2.196

상호 차 26 32.481 희망도서 8 1.46

출 26 93.974 산 8 1.846

장서 25 34.332 기사색인 7 2.187

목록 25 34.413 서고 7 3.662

분류 25 37.602 홍보 7 0.402

총 24 20.329 보존 5 0.178

시설 23 29.458 제본 5 0.991

서무 22 81.895 등록 5 0.167

시스템 21 24.208 변상 5 0.2

주제 문서비스 20 18.122 사물함 5 0.35

참고 사 18 10.629 교열 4 0.091

고서 18 13.877 연체업무료 4 0

멀티미디어 18 12.165 트제반업무조정 4 0.3

기자재 16 2.06 출입 3 49

연구지원 15 5.464 디지털콘텐츠제작 2 0

비도서 15 12.677 학술자료정보색인 2 0

학 논문 14 6.282 분실물 1 0

이용자 13 8.689 정보 사 1 0

이용자서비스 12 2.61 주제분석 1 0

<표 5> 연결중심도 및 매개중심도 

인 업무로 취급되어, 해당 직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다른 직무들에 비해 많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매개중심도 분석 결

과는 “전자정보”가 162.06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매개중심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직무가 

매개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배타적으로 더 많

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으며 통제 역할을 하거

나 인접한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중

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보”

는 “디지털컨텐츠제작”, “학술정보색인” 등 연

계성이 낮게 나온 직무들을 “기획”, “수서” 등

의 타 직무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

해 볼 수 있겠다. 

4.2 2차 직무 분석 

본 장에서는 대학도서관 규모의 차이에 따

라 직무 출현 빈도 및 그 연계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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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서가 20명이 이상인 9개교 258명의 

직무를 추출하여 대규모 도서관으로 분석하였

고, 사서가 10명 이하인 11개교의 81명의 직무

를 추출하여 소규모 도서관으로 분석하였다. 

4.2.1 빈도 분석 결과

소규모 도서관과 대규모 도서관의 직무에 

대한 빈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규모 도서관

에서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직무는 24개로

소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직무 빈도 직무 빈도

분류 20 총 54

총 19 주제 문서비스 29

목록 18 목록 28

수서 16 분류 28

출 12 상호 차 18

열람 11 시설 리 17

반납 10 열람 16

자정보 10 자정보 15

정기간행물 10 수서 13

상호 차 7 시스템 13

시스템 7 정기간행물 11

서무 6 서무 10

참고 사 5 이용자교육 10

멀티미디어 4 장서 리 8

장서 리 3 참고 사 8

홈페이지 3 출입 리 8

기자재 리 2 출 7

기증 2 고서 6

도서수서 2 반납 6

시설 2 학 논문 6

시스템기자재 리 2 교열 5

이용자 리 2 멀티미디어 5

이용자교육 2 산 5

학 논문 2 학술지 5

기증 4

이용자 리 4

개인문고 리 3

과제도서 3

교환 3

미이크로필름 3

정보서비스 3

지정도서 3

홍보 3

<표 6> 소규모 대학도서관과 대규모 대학도서관의 직무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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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대규모 도서관에서 3회 이상의 빈

도를 보인 직무는 33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분류”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많은 직원들의 직

무가 “분류”업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총괄”업무가 

가장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대규모 

도서관은 규모 자체가 방대하므로 전체 총괄 

업무자를 배정할 뿐 아니라, 단위 부서에서도 

총괄 업무를 책임지는 사서를 배정하고 있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소규모 도서관은 “분류” 

이외에도 “목록”, “수서” 등 기술 업무의 빈도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제전문

서비스”나 “이용자교육” 등은 매우 낮게 나타

나, 상대적으로 연구 및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

한 비중이 기술 업무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대규모 도서관 역시 

“목록”, “수서”, “분류” 등 기술 업무의 빈도 

순위는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제전

문서비스”, “상호대차”, “이용자교육”과 같은 

이용자 서비스 영역 또한 높은 빈도를 보였으

며 “고서”, “지정도서”, “과제도서”, “홍보”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이 파악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제전문서비스”가 매

우 높은 빈도 순위를 보여 주목되는데, 이는 대

규모 도서관이 최근 주제전문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하여 다수의 직원에게 특정 주제를 할당

하고 주제전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를 배정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2.2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소규모 도

서관은 24개의 노드와 527개의 링크로 연계되

고 있었다. 단어사이의 평균 도달거리는 14.86

단계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0.489, 연결 중심성 

평균은 11.250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달거리가 

먼 경우에도 3단계를 거치면 모두 연관되는 직

무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도서관은 31개의 

노드와 559개의 링크로 연계되고 있었다. 단어 

사이의 평균 도달거리는 21.45로 소규모 도서

관보다 다소 먼편이며, 가장 도달거리가 먼 경

우 5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0.208, 연결 중심성 평균은 6.258로 나

타나 전반적으로 소규모 도서관보다 느슨한 연

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규모 도서관은 “수서”가 가장 높

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고, 그 다음이 “목록”, 

“상호대차”, “분류”순으로 나타났다. “수서”는 

“학위논문”, “기증”, “분류”, “총괄” 등과 연관

성을 가지고 있으며, “목록”은 “정기간행물”, 

“분류”, “전자정보”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

었다. 다시 말해,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수서”, 

“목록”, “분류” 등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

되지 않고 다른 업무와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개인이 맡은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수행되고 있

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대규모 도서관

에서는 “시스템”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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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규모

Vertices: 24

Edges: 527

Graph Density: 0.489

Average Geodesic Distance: 14.86

Maximum Geodesic Distance (Diameter): 3

Average Degree: 11.250

Vertices: 31

Edges: 559

Graph Density: 0.208

Average Geodesic Distance: 21.45

Maximum Geodesic Distance (Diameter): 5

Average Degree: 6.528

<표 7> 소규모 대학도서관과 대규모 도서관 직무의 네트워크 지도 

보였다. 그 다음 “총괄”, “열람”순으로 나타났

다.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전자정보”, “이

용자교육”, “학위논문” 등과 연관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총괄”업무는 “수서”, “예

산”, “시설관리”, “서무”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규모 도서관에서 연

결중심도가 높게 나타난 “수서”, “분류”, “목

록”과 같은 기본 직무들이 대규모 도서관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들 직무는 타 직

무와 비교적 적은 연결 관계를 가지며, 독립적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매개중심도에 있어,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수

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서”를 통해 

연계성이 적은 “학위논문”, “기증” 등의 업무

가 “전자정보”, “시스템” 등 타 업무와 매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시

스템”이 매개중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연계성이 낮은 업무

를 “전자정보”, “이용자교육” 등의 업무와 매

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총괄”업무

도 “예산”이나 “서무” 등의 업무를 “분류”, “목

록” 등 타 서비스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대규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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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직무 연결중심도 매개중심도 직무 연결중심도 매개중심도

수서 19 33.789 시스템 13 66.755

목록 18 21.074 열람 11 42.751

상호 차 17 9.831 총 11 53.544

분류 17 13.153 고서 11 65.7804

기자재 리 16 7.179 정기간행물 9 39.842

이용자교육 16 7.179 장서 리 9 30.350

열람 15 8.406 정보서비스 9 19.061

자정보 14 16.238 상호 차 9 34.947

반납 13 10.575 목록 9 21.619

시스템 13 7.273 자정보 9 18.926

출 12 1.038 분류 9 21.619

정기간행물 12 1.424 이용자교육 8 14.050

시설 11 0.702 주제 문서비스 7 14.010

서무 11 10.683 이용자 리 6 15.846

멀티미디어 10 0.870 수서 6 57.268

장서 리 10 0.000 시설 리 6 5.006

홈페이지 8 0.000 참고 사 5 7.270

시스템기자재 리 8 0.000 학 논문 5 0.000

이용자 리 8 1.204 반납 5 18.036

기증 6 0.958 출 5 4.685

학 논문 5 0.313 서무 4 7.171

총 5 0.000 지정도서 4 4.582

도서수서 4 0.000 홍보 4 2.600

참고 사 2 0.111 과제도서 3 0.000

교열 3 0.000

개인문고 리 3 0.000

미이크로필름 3 0.000

교환 2 0.000

멀티미디어 2 0.283

산 2 0.000

기증 2 0.000

<표 8> 소규모 대학도서관과 대규모 도서관 직무의 연결중심도 및 매개중심도 

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도

서관은 3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4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소규

모 도서관은 ① 이용자서비스와 전자자원, ② 

목록, 분류와 같은 기술업무, ③ 대출과 반납 

업무를 각각 독립된 클러스터로 형성하고 있

었다.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① 기술업무와 전

자자원이 별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② 주제전문서비스, ③ 정기간행물, ④ 열람과 

상호대차를 중심으로도 독립된 클러스트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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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규모

Degree 12 이상 표시

Cluster 1: 이용자 서비스  자자원 역

Cluster 2: 기술업무 역

Cluster 3: 출 반납 역

Degree 7 이상 표시

Cluster 1: 이용자서비스(주제 문서비스)

Cluster 2: 이용자서비스 역(정간물  정보서비스)

Cluster 3: 기술업무  자자원 역

Cluster 4: 이용자서비스(상호 차, 장서 리)

<표 9> 소규모 대학도서관과 대규모 대학도서관 직무 클러스터 

성하고 있었다. 대규모 도서관의 ②, ③, ④번 

클러스트는 모두 이용자 서비스 영역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도서관에는 이용자 

서비스 영역에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고 있으

며, 이들 간의 유사성에 의해 독립된 하위 클러

스트로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평적 네

트워크와 조직 내 숨어 있는 관계에 대한 분석

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 

진단에 있어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은 직무간

의 밀도나 연결성 등 조직 내 업무 연결 패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

관의 규모에 따른 직무의 출현 빈도, 그리고 직

무간의 연계성과 매개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도서관의 직무 중 가장 많

은 사서 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직무는 

“총괄” 업무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수서”, “분

류”, “목록”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직무간의 연계성을 살펴 본 결과에

서는 “수서”가 가장 많이 타 업무와 연관 관계

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빈도 분석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분류”

와 “목록”은 “수서”에 비해서는 낮은 연결 중

심성을 보여, 어느 정도 특정성을 인정받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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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직무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한편, 매개 중심도에서는 “전자정보”

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무와 직무간의 매개 또

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규모가 큰 곳과 작은 곳의 직무 빈도와 밀도, 

그리고 업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

행한 2차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빈도 분석 결과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분

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대규모 도

서관에서는 “총괄” 및 “주제전문서비스”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소규모 도서관

에서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용자 서비스 

영역이 여기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고

서”, “지정도서”, “홍보” 등의 다양한 직무들

이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소규모 도서관은 밀도가 0.489, 평균 

연결중심도가 11.250인데 반해, 대규모 도서관

은 밀도 0.208, 평균 연결중심도가 6.528로 훨

씬 느슨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평균 거리도 소규모 도서관은 14.86이

며, 최대 3개만 거치면 연결되는 좁은세상 네

트워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규모 도서관의 

평균 거리는 21.45로 나타났고 5단계를 거쳐야 

연결될 수 있는 노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규모 도서관보다는 더 

넓은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도서관의 사서 1인의 업무 범위가 소규

모 도서관 사서에 비해 좁으며, 전문적, 독립적

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규모 도서관은 

적은 인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서 

1인에게 배정된 업무의 영역이 넓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부 직무별로 보면, 소

규모 도서관에서는 “수서”가 가장 연결중심도

가 높았고 “목록”과 “분류”도 연결 중심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시스템”, “총괄”, “열람” 업무가 높게 나타난 

반면, “목록”, “분류” 등의 업무는 소규모 도서

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분석한 클러스터 형성 결과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소규모 도서관은 이용자서비

스, 기술업무, 대출/반납의 3개의 클러스트가 

형성된 반면, 대규모 도서관은 기술업무와 3개 

그룹의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합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기술업무는 

소규모와 대규모 도서관에서 모두 별도의 클

러스터로 형성되었으나, 이용자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도서관이 훨씬 다양한 직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유사성에 의

해 세부 직무가 그룹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네트워크 기법을 통해 도서관의 직무 연계

성을 분석한 이 연구를 통해 도서관 직무의 상

대적 특성과 연결성을 이해하고, 대규모 도서

관과 소규모 도서관 직무의 특성과 그 차이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구

조 개혁 등 내부적 문제, 정보 환경 등 대외적 

변화에 의해 지속적인 기능적, 구조적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서관 업무



대학도서관의 직무 연결성 분석

48

의 재조직에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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