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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소비자에게 형성된 심상 분석을 통해 마  략을 수립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포지셔닝(Positioning) 기법은 공공시설, 

기업, 학이 공 에게 주는 이미지 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직장으로서 

도서 ․정보센터에 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포지셔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공공, 학, 학교, 

국가도서 을 유사한 이미지의 직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포털과 문도서 은 이들과는 이질 인 진출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무에 있어서는 이용자 사업무와 기술업무, 문화 로그램 업무를 각각 상이한 직무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스러운 업무와 고용안정성이라는 이미지는 국가도서 과 공공도서 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보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 되는 곳은 포털 업체,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 되는 곳은 문도서 으로 포지셔닝되었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선택 거는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공공도서 이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공공도서  선호 집  상은 수도권 학보다는 지방 학 학생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ABSTRACT
Positioning technique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making marketing strategy by analyzing customer’s 

image also has been used for public and test-taker’s image analysis about public facilities, entrepreneurs, 

universities. This study analyze ima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who trying to find a job in 

library fields about diverse typ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s by Positioning technique. As a result of 

Similarity cognition analysis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K-means clustering, it was found that students 

recognize that public, national, university, school library are similar, on the other hand, portal company and 

special library are different from those types. In the jobs, user service jobs and technical service jobs are recognized 

as separated clusters, and cultural program job is also recognized dissimilarly from those clusters. By the way, 

images about work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employment shows high in national library; high wage shows 

high in portal company; employee’s growth potential shows high in special library; job importance shows high 

in reference service jobs; difficulty shows high in content’s job. Anyway, in the workplace selection, almost students 

regard stability of employment as top priorities, accordingly they prefers public library at most. Such a preference 

concentration tendency is strongly appeared in local university students than in metropolitan area students 

as a result of Pearson’s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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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지는 마 에서 특정 제품, 서비스, 기

업에 하여 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태

도, 기성 념을 총칭하며, 넓게는 한 개인이 특

정 상에 하여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신념, 

그리고 인상의 총체를 의미한다(Kotler 1975; 

재인용 배 웅 외 2010).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에게 있어 도서 ․정보센터의 이미지는 일반 

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와 직업으로서의 가

치, 그리고 장래에 한 우려와 기 감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으로서의 도서 에 한 이미

지를 이해하는 것은 학의 교육 과정을 보강

하고 한 진로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포지셔닝이란 다차원척도법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이미지를 다른 상

들과 차별화하여 공간상에 표 하는 것을 의미

한다(배 웅 2009). 일반 으로 2차원 공간상

에 유사성이 작은 상들끼리는 멀리, 유사성

이 큰 상들끼리는 가깝게 투 함으로써 상

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밝힐 뿐 아니라(최인규 

2012), 각각의 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성

을 축 는 차원을 이용한 공간내에 상  

치로 표 함으로써 상의 특성에 한 소비자

의 인지 상태를 시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마 에서 경쟁자의 강도와 

시장의 빈곳을 악할 뿐 아니라, 제품들이 소

비자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시각

으로 분석해, 랜드 개발  이미지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나(배 웅 2010), 공공 시설이 

에게 주는 이미지, 학이나 기업이 수험생이

나 취업 비생들에게 주는 이미지 분석 등 다

양한 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포지셔닝 기법을 이용해 문헌정보학과 학생

들이 인지하는 도서 ․정보센터에 한 이미

지를 분석할 경우, 각기 다른 도서 종이 직장

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종을 목표로 비하는 학생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문

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직장으로서 도서 ․정

보센터와 직무에 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해, 이를 포지셔닝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

로써, 사서 인력을 양성하는 학의 취업 지도 

 교육 과정 보강, 향후 우수 인력 유치를 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조  더 구체 으

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지셔닝(Positioning) 기법을 통해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인식하는 도서 종간의 유

사성과 차별성을 악해 보며, 직장으로서 각 

종이 갖는 이미지 속성(a: 만족스러운업무, b: 고

용안정성보장, c: 만족스러운보수, d: 개인의성

장가능성)의 크기를 측정해 본다. 같은 방법으로 

도서  직무 간 유사성과 차별성, 그리고 개별 직

무가 갖는 이미지 속성(a: 요성, b: 난이성)의 

크기도 악해 본다.

두 번째, 실제 학생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

하는 직장선택 거와 선호 종  직무를 

악해 보며, 수도권소재 학과 지방 학 학생들

에게 있어 그 결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지 Pearson’s chi-square 검정을 

통해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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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도서 의 이미지 분석에 한 연

구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 

망에 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학도서 의 이미지 분석을 수행한 박상근, 

박주성, 조 양(2013)은 랜드 이미지의 구성 

차원을 기능 , 경험 , 상징  차원으로 나

고 IRT(Item Response Test)와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도서  랜드 이미지의 향 요소를 

규명하 다. 분석 결과, 3개 차원과 9개 하부차

원, 그리고 27개의 항목이 이미지 향 요소로

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하 다. 정주희(2007)는 

Q 방법론을 용하여 학도서  사서의 이미

지와 이미지 결정 요인에 하여 분석하 는데, 

그 결과, 학생이 지각하는 사서의 이미지는 

서비스에 주목한 이미지, 지  이미지, 주제 문

성과 련된 이미지 등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윤혜 (2014)은 역시 공공도서  이용자

를 상으로 서비스 이미지를 조사하 는데, 

정율이 높은 이미지는 신뢰성, 공공성 등이었으

며, 부정율이 높은 이미지는 근 가능성, 응답

성 등이었다고 보고하 다. 

한편,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사서직 취업 

망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 바 있다. 노 희 외(2013)는 문헌정보

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희망 직장  비도, 그리고 취업

망과 교육과정에 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공도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에 한 비정도

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

고하 다. 학생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부정

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

가능성이 있다는 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에는 만족하지만 진로지도와 멘토링, 인턴

십에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Combesa et al.(2011)은 호주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취업 망  요건, 교육과

정에 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 다. 학생들은 

문헌정보학 취업 망에 하여 정 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실습에 가장 큰 

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미래에 도서 에서 직업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

장 요한 조건은 정보기술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 하 다. 한편, Warraich와 Ameen(2011)

은 키스탄 Punjab 학원생들을 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결과와 채용 시장에서의 성

과에 한 인식을 분석하 다. 구체 으로 학

생들이 학  취득 후 느끼는 교육결과의 만족

도, 채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수 에 한 

성 등이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 도서  마 , 

IT 지식과 정보화 련 교육에 만족하는 한편, 

분류  목록 기술 습득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이론보다는 실습 교육에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으로 졸업 

후 2달 내에 반 이상이 취업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 

이와 같이 도서 이나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

한 연구  사서직 취업 망에 한 인식 조사 

연구는 꾸 히 수행되고 있으나, 도서 종간의 

유사성과 차별성, 그리고 이미지 속성의 크기

를 분석해 시각 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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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3.1 포지셔닝 분석 기법

경 학 분야에서 포지셔닝은 잠재고객의 마

음속에 제품을 치시키는 것으로 상품의 이미

지와 소비자 지각 등 경쟁자에 하여 상품이 가

지는 주 인 속성을 의미한다(이상  2013). 

포지셔닝 분석 기법은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화

를 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속성, 사용상황, 제품 포지셔닝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이 기법은 기업이 자신의 속성이

나 특징을 포지셔닝하여 경쟁 제품이 소구하지 

않은 속성을 부각시키거나 제품이 특정 상황에 

가장 합한 제품임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포지셔닝 분석 결과는 맵을 통해 표

되는데, 포지셔닝 맵은 시장 내 여러 경쟁 상품

들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다차원척도법 등을 

사용해 2차원 도표 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제품 

간의 유사성이나 주요 속성들의 크기가 축으로 

구성된 2차원 공간 내에 상  치로 표시된

다. 이러한 포지셔닝 맵에는 물리 인 특성을 

사용한 제품 심의 포지셔닝 맵과 소비자의 지

각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인지도가 있는데, 자

는 제품의 객 , 물리  속성을 선별하여 두 

개나 세 개의 차원에 배치하는 것이며, 후자는 

각 제품에 하여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바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다(이상  2013). 이

는 실제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의 감정을 상

으로 작성되므로 소비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  략 리자 측면에서

는 시장의 빈곳과 경쟁자의 강도 악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지각 차원의 지도

를 그리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포

지셔닝 맵을 통하여 도서 종간의 유사성이나 

속성, 그리고 선호도에 한 학생들의 인지상

태를 2차원의 공간상에 단순한 구도로 투 하

게 된다. 

포지셔닝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다수 수

행되고 있다. 배 웅 외(2010)는 특수 목  

학이 수험생들에게 주는 이미지 진단과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한 이미지 개선 방안을 수

립하기 하여 육해공군, 사 학교, 경찰 학, 

간호사  학교 등의 특수 목  학에 한 포

지셔닝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김수 (2011)

은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트 터, 

네이버블로그, 유투 , 싸이월드, 미투데이에 

한 포지셔닝 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셜 미디

어에 하여 사용자들이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

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최소연(2010) 등은 사

회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에 한 

의 이미지를 악하기 하여 다차원척도법

을 활용해 각 시설이 어떠한 이미지로 에

게 포지셔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으며, 김혜

(1994)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한 이미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3.2 연구 차 

3.2.1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서 ․정보센터의 종간 유사성

에 한 인식, 그리고 직장으로서 종별 도서

이 주는 이미지 속성의 차이를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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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설계하

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종간 유사성

을 5  척도 방식으로 설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비교할 종별 도서 은 노

희 외(2013)의 연구에서 조사된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출 희망 상  6개의 분야(공공도서 , 

학도서 , 국가도서 , 포털업체, 학교도서 , 

문도서 )를 제시하 다. 속성 평가를 해서

는 <표 2>와 같이 해당 종에 한 개별 이미지

의 속성 값이 5  만 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

문을 설계하 는데, 이미지 속성은 학생 1,000

명이 직업선택 거(한국 학신문 2013)로 제시

한 다음의 4가지 요소(a: 만족스러운업무, b: 

고용안정성보장, c: 만족스러운보수, d: 개인

의성장가능성)로 설정하 다. 직무간 유사성 

조사를 해서도 역시 5  척도방식으로 각 직

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3>과 같이 설

계하 으며,  비교할 직무는 같은 연구에

서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사

된 상  6개(문화 로그램, 열람, 참고 사, 수

서, 컨텐츠 구축, 분류목록)를 제시하 다. 직

무의 이미지 속성은 다음의 2가지(a: 요성, 

b: 난이성)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도서 매우 유사 유사 보통 유사하지 않음 매우 유사하지 않음

공공- 학

공공-국가

공공-포털

공공-학교
.......

<표 1> 도서  종간의 유사성에 한  비교 질문 시

이미지 속성  선호도 공공 학 국가 포털업체 학교 문

A 업무 만족

B 고용안정성 보장

C 만족스러운 보수

D 개인의 성장 가능성

<표 2> 도서  종에 한 이미지 속성과 선호도에 한 질문

도서 매우 유사 유사 보통 유사하지 않음 매우 유사하지 않음

문화 로그램-열람 출

문화 로그램-참고 사

문화 로그램-수서

문화 로그램-컨텐츠구축
......

<표 3> 도서  직무간의 유사성에 한  비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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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속성  선호도 문화 로그램 열람 출 참고 사 수서 컨텐츠구축 분류목록

요성

난도

<표 4> 도서  직무에 한 이미지 속성과 선호도에 한 질문

구분 수도권 A 학 수도권 B 학 지방 A 학 지방 B 학 합계

설문지배포  회수 부수 59 38 34 79 210

분석 상

데이터

종유사성 52 36 33 73 194

직무유사성 56 37 31 74 198

종이미지속성 58 36 30 71 195

직무이미지속성 59 37 30 77 203

선호 종/직무 56 37 33 78 204

<표 5> 설문 회수  분석 상 데이터

두 번째, 이미지 분석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가

장 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 거, 선호하는 

종과 직무를 악하기 하여, 설문에서 직장

선택 거로서 가장 요하게 선택하는 요소를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 으며, 더불어 응답자가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종과 직무도 선택하도

록 하 다. 

세 번째, 작성된 설문지는 2016년 3월 10일

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지

방 소재 각 2곳 씩 총 4개 학에 배포되었다. 

수도권 학은 특별시 소재 사립 학과 역시 

소재 국립 학, 지방 학은 역시 소재 국립

학과 사립 학으로 선정하 다. 직장으로서 

도서 ․정보센터에 한 이미지가 형성되었

을 것으로 측되는 3-4학년 문헌정보학과 학

생으로 제한해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에 응답이 락되거

나 복 표기된 문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단

의 문항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오류 응답과 

상 성이 없는 해당 설문지의 다른 정상 응답

들은 <표 5>와 같이 분석 상 데이터로 활용하

다. 

3.2.2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 

번째, 조사된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도서 종

간, 직무간 유사성 분석을 수행해 포지셔닝 맵

을 제시하 다.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은 두 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유클

리디안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상에 배치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SPSS 23의 PROXCAL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서 종간의 인지  거리를 2차원  공간 내

에서 표 하고, 마찬가지로 도서 의 특정 직

무가 다른 직무와 어떠한 인지  거리를 가지

는지도 악해 보았다. 이때 좌표는 공식에 의

해 한번에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계

산에 의해 더 이상 일정기  이상으로 여지

지 않을 때 최종 인 공간 좌표로 결정된다(배

웅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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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도출된 종별 

도서 의 최종 좌표 값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해 학생들이 인지하는 유사 

종을 묶어 군집으로 표시하며, 한 직무에 있

어서도 동일 분석을 수행해 학생들이 인지하는 

유사직무를 군집으로 표시하 다.

세 번째, 종별 그리고 직무별 이미지 속성 

값의 크기 비교를 하여 이미지 속성을 두 가

지씩 을 지워 각각 X축과 Y축으로 둔 포지

셔닝 맵을 작성함으로써, 각 종과 직무의 개

별 이미지 속성 값의 크기를 비교하 다. 

네 번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실제 학생들

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 거와 선

호 종  직무를 분석하고 수도권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 학생에 있어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 분석하 다.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수행해 차이를 알아보고, Pearson’s chi-square 

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통계 으로 검정해 보

았다.

4. 연구의 결과 

4.1 종간의 유사성과 속성 값의 크기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종 간의 

유사성 분석 결과에서 스트 스지수는 0.027로 

나타났으며, 최종 좌표 값은 <표 6>과 같이 도출

되었다. 스트 스(Streess)란 실제 거리와 2차

원 공간상에 작성된 거리의 불일치 정도를 표

하는 것으로 결과가 공간 상에 얼마나 잘 나타났

는지를 알 수 있는 값이다. 일반 으로 0.1 이하

의 값이 나올 때 좋은 결과라고 평가된다(Cox 

and Cox 2000; 재인용 김수  2011).

구분 1차원 2차원

공공 -.421 -.421

학 -.167 .399

국가 -.164 -.421

포털  .973 -.241

학교 -.241 .157

문 .404 .454

<표 6> 종간의 유사성 좌표

좌표 값을 기 으로 맵을 산출한 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공공도서 과 국가도서 이 지

도 심부에서 약간 좌측에 상호 근 해 있으

며, 학교도서 과 학도서 은 이들 치에서 

쪽으로 조  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다. 문

도서 은 학도서 에서 우측으로 동떨어진 

자리에 치하고 있으며, 포털은 지도상의 최

우측에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를 통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공공도서

과 국가도서 을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의 직

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과 학도

서 도 어느 정도 유사한 이미지의 직장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반면에 문도

서 은 이들과 상 으로 동떨어진 이미지의 

진출처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우측에 치우친 

포털은 진출처로서 상당히 이질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여 X와 Y의 좌표 

값을 가지고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공공, 국가, 학, 학교도서

을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도서 과 포털은 독립 인 별도의 군집으로 

분리하여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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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간의 유사성에 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집 1에 포함된 4개의 종은 노 희 외(2013)

의 연구 결과에서도 문헌정보학과 공자가 진

출할 수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로 높은 

순 를 보인 곳이다. 이들 간의 인지거리는 상

으로 근 해 유사한 개념의 진출처로 인식

되고 있는 반면, 포털과 문도서 은 이들 군

집과는 동떨어진 상 으로 막연한 진출  

희망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군집구분 군집1 군집2

종

공공

국가

학교

학

포털

문

<표 7> 종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K-means 

군집분석 결과

한편, 각 종에 따른 이미지 속성 값의 크기

를 비교하기 하여, 복되지 않도록 두 가지

씩 이미지 속성(업무만족-고용안정, 업무만족

-보수, 업무만족-성장가능성, 고용안정-보수, 

고용안정-성장가능성, 보수-성장가능성)을 

을 지워 X, Y축으로 둔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

다. 

먼  <그림 2>∼<그림 4>와 같이 업무만족

을 X축으로 두고 고용안정, 보수, 성장가능성

을 Y축으로 각각 설정해 작성된 3개의 지각도

를 살펴보도록 한다. 세 개의 지각도 모두 X축

상의 가장 우측에서부터 국가, 학, 공공, 문, 

포털, 학교도서  순을 나타내고 있어, 국가도

서 이 가장 좋은 업무만족도에 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좌측에 치한 학교도서

과 포털이 가장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만족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작성된 <그림 2>에서는 1사분면

에 치한 국가도서 과 공공도서 이 업무만

족뿐 아니라,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좋은 이미지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사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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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업무만족과 고용안정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그림 3> 업무만족과 보수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그림 4> 업무만족과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치한 문  학교도서 , 포털 업체는 다른 도

서 들에 비해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정 인 이

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사분

면에 치한 학도서 은 업무만족에 있어서

는 좋은 이미지로 나타났으나, 고용안정 측면

에서는 부정 인 이미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업무만족과 보수 측면에서 작성된 

<그림 3>과 업무만족과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작성된 <그림 4>에서는 도서 들이 비슷한 

치에 포지셔닝되었다. 각각의 지각도에서 1사

분면에 치한 국가도서 과 학도서 이 업

무만족과 보수, 그리고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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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반면, 3사분면에 치한 

학교도서 은 모든 측면에서 상반되는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

털과 문도서 은 2사분면에 공공도서 은 

4사분면에 치해 양측이 보수와 성장가능성

에 있어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두 번째, <그림 5>, <그림 6>과 같이 고용안

정을 X축으로 두고 보수와 성장가능성을 Y축

으로 각각 설정해 작성된 지각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상의 가장 우측에 치한 국가도서

이 가장 높은 고용안정에 한 이미지를 보

이고 있으며, 공공, 학, 학교, 문, 포털 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상에서는 

도서 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포지셔닝되었는데, 

양 지각도의 1사분면에는 국가도서 이, 3사분

면에는 학교도서 이 치해, 국가도서 은 고

용안정과 보수 측면에서 모두 좋은 이미지를 나

타내는 유일한 도서 으로, 학교도서 은 고용

안정과 보수 모두 좋지 않은 부정  이미지를 

나타내는 진출처로 포지셔닝되었다. 한편, 고용

안정은 좋지만 보수와 성장가능성이 좋지 않은 

공공도서 은 4사분면에, 고용안정은 좋지 않지

만 보수와 성장가능성이 좋은 포털, 문, 학

도서 은 모두 2사분면에 치해 이들 역시 상

반되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7>과 같이 보수를 X축으

로 두고 성장가능성을 Y축으로 설정해 작성된 

지각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지각도는 다른 지

각도와는 달리 1사분면에 포털, 문도서  등

이 군집해 있다. 가장 우측에 포털이 치하며, 

그 다음 학, 문, 국가 순을 나타내, 포털에

서 일할 경우, 가장 만족스러운 보수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Y축의 성장가능성

에 있어서는 문도서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국가, 포털, 학, 공공, 학교도서  순을 나

   <그림 5> 고용안정과 보수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그림 6> 고용안정과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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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수와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본 포지셔닝맵

타내, 학생들은 문도서 에서 일할 경우 가

장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 에서 일

할 경우, 개인  성장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

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 지각도에서는 포털, 

학, 문, 국가도서 이 1사분면에 치해 높은 

보수와 성장가능성 이미지를 보인 반면, 반

측에 치한 공공  학교도서 은 이와 상반

되는 부정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게 을 지어 나타낸 6가지 포지셔닝 맵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

다. 업무만족과 고용안정성에 한 이미지가 

가장 좋은 진출처는 국가도서 과 공공도서 , 

보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 되는 곳은 포털 

업체,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 되

는 진출처는 문도서 으로 나타났다. 공공도

서 과 학교도서 은 보수와 성장가능성 측면

에서는 다른 종들과 달리 좋지 않은 이미지

가 강했으며, 특히 학교도서 은 고용안정까지

도 기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공무원 신분을 획득

할 수 있는 국가  공공도서 에서 일할 경우, 

고용이 안정되고 공에 맞는 만족스러운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는 한편, 포털

업체, 문, 학도서 에서는 개인 인 성장과 

만족스러운 보수를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용의 기회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

규직 채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에 부정

인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직무간의 유사성과 속성 값의 크기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직무간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스트 스 

지수는 0.071로 나타났으며, 기술업무인 분류목

록, 수서, 컨텐츠 업무는 상단에, 열람, 참고

사와 같은 이용자 사업무는 하단에 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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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 로그램 업무는 지

도상의 최우측에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  더 구체 으로 해석하기 하여 X와 

Y의 좌표 값을 가지고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8>과 같이 3개의 군집이 형성

되었다. 군집 1은 문화 로그램, 군집 2는 수서, 

컨텐츠, 분류목록과 같은 기술업무, 군집 3은 열

람 출  참고 사 서비스와 같은 이용자 사

업무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용자

서비스업무와 기술업무를 차별화해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 로그램 운  업무도 이들과 동떨

어진 독립 인 업무 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1차원 2차원

문화 0.862 0.164

열람 -0.279 -0.578

참고 0.341 -0.451

수서 -0.3 0.026

컨텐츠 0.026 0.598

분류목록 -0.649 0.241

문 .404 .454

<표 8> 직무간의 유사성 좌표

한편, 각 직무에 따른 이미지 속성 값의 크기

를 비교하기 하여 <그림 9>와 같이 요도와 

난도에 한 이미지 속성을 X, Y축으로 둔 포

지셔닝 맵을 작성하 다. 그 결과 컨텐츠, 분류

<그림 8> 직무간의 유사성에 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군집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종 문화 로그램

수서

컨텐츠

분류목록

열람

참고 사

<표 9> 직무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K-means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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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요도와 난이도를 심으로 본 포지셔닝 맵 

목록, 참고 사, 수서는 높은 요도와 난도를 

보이는 직무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문화 로

그램은 요도는 낮으나 난도는 어느 정도 높

은 직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 열람 업무는 

간 정도의 요도를 가지지만 난도는 가장 

낮은 직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분석 상이 된 

직무들 에서는 컨텐츠 업무가 가장 난도가 

높고 참고 사업무가 가장 요도가 높은 직무

로 지각되고 있었다. 

4.3 수도권/지방 학 학생들의 직장선택 거, 

선호 종  직무에 한 인식 차이 

본 장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어떠한 직장선

택 거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

떠한 종과 직무를 선호하는지 분석할 뿐 아

니라, 그 결과가 수도권 학의 학생들과 지방

학 학생들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상이 된 4개의 학을 각각 2개씩 수도

권과 지방 학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직장선

택 거와 선호하는 종, 그리고 선호하는 직

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차분석을 통하

여 통계 으로 악하 다. 분석을 한 자료

는 종간 유사성  이미지 속성에 한 설문 

문항과는 별개로 응답자가 취업을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거와 실제 취업을 희망하

는 종, 그리고 가장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하

도록 설계된 문항을 통해 수집하 다. 오류 응

답 6건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93명, 지방 학은 

111명, 총 204건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먼 , 직장선택 거에 있어, 체 응답자를 

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이 

90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만족 71명

(34.8%), 보수 33명(16.1%), 성장가능성 10명

(4.9%) 순을 나타내, 압도 인 숫자가 고용안

정을 가장 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과 지방 학을 구분하

여 살펴보면, 업무만족에서 각각 27(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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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6%)명, 고용안정에서 41명(44.1%), 49명

(44.1%), 보수에서 20명(21.5%), 13명(11.7%), 

성장가능성에서 5명(5.4%), 5명(4.5%)이 선

택하여, 양측 모두 고용안정을 가장 요한 직

장선택 거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을 제

외하면, 업무만족, 보수, 성장가능성 순을 나타

내, 양측에 순서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

차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194로 나타나 지방

학과 수도권 학의 직장선택 거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두 번째, 체 응답자를 상으로 선호 종

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도서  90명

(44.1%), 학도서  33명(16.1%), 국가도서  

27명(13.2%), 문도서  22명(10.7%), 포털 

21명(10.2%), 학교도서  11명(5.3%)순으로 

나타나, 공공도서 을 선호하는 경우가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분

리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학 학생들은 공공도

서  29명(31.2%), 국가도서  20명(21.5%), 

학도서  16명(17.2%), 포털 14명(15.10%), 

문도서  9명(9.7%), 학교도서  5명(5.4%) 

순을 나타냈다. 반면, 지방 학 학생들은 공공도

서  61명(55%), 학도서  17명(15.3%), 

문도서  13명(11.7%), 국가도서 과 포털 각

각 7명(6.3%), 학교도서  6명(5.4%) 순을 나

타내, 양측 모두 공공도서 을 가장 많이 선호

한다는 에서는 동일하 지만, 분포와 순서상

에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선호하는 

도서 종이 분산되어 있는 반면, 지방 학 학

생들에게서는 공공도서  집  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선호 도서  순서도 수도권 학의 

학생들은 공공도서 을 제외하면, 국가도서

과 포털 순을 보인데 반해, 지방 학 학생들은 

학도서 과 문도서  순을 나타냈다. 수도

권 학 학생들은 수도권에 집 되어 있다는 이

미지가 강한 국가도서 이나 포털 업체에 하

여 지방 학 학생들에 비해 덜 막연한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 학 학생들은 포털

이나 국가도서 보다 해당 지방 소재 학도서

이나 문도서 이 구체 인 취업처로 인식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의확률 역시 0.002로 나

타나, 수도권 학과 지방 학 학생이 선호하는 

종에는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학 학생들과 

지방 학 학생들간에 선호 직무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악하 다. 먼 , 체 응답자를 상

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

화 로그램 41명(20.0%), 컨텐츠 40명(19.6%), 

수서 38명(18.6%), 열람 33명(16.1%), 참고

사와 분류목록 각각 26명(12.7%) 순을 보여,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 련 직무에 한 선호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부터 자

세히 살펴보면,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가 각각 

21명(2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 수서 15명(16.1%), 분류목록 14명(15.0%), 

참고 사 13명(14%), 열람 9명(9.6%) 순을 

나타냈다. 반면, 지방 학의 경우, 열람과 수서

가 각각 24명(21.6%)과 23명(20.7%)으로 가

장 높았으며, 문화 로그램 20명(18.0%), 컨텐

츠 19명(17.1%), 참고 사 13명(11.7%), 분류

목록 12명(10.8%) 순을 나타냈다. 수도권 학 

학생들은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와 같은 비교

 도서 의 비 통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으며, 지방 학 학생들은 열람과 수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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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 학 국가 포털 학교 문 　합

업무

만족

수도권 8 3 6 6 1 3 27 (29%)

지방 24 4 5 2 3 7 44 (39.6%) 

합 32 7 11 8 4 10 71 (34.8%)

고용

안정

수도권 18 6 9 2 3 3 41 (44.1%)

지방 30 9 2 2 2 4 49 (44.1%)

합 48 15 11 4 5 7 90 (44.1%)

보수

수도권 3 5 5 3 1 3 20 (21.5%)

지방 4 4 0 2 1 2 13 (11.7%)

합 7 9 5 5 2 5 33 (16.1%)

성장

가능성

수도권 0 2 0 3 0 0  5 (5.4%)

지방 3 0 0 1 0 1  5 (4.5%)

합 3 2 0 4 0 1 10 (4.9%)

체

수도권
29 16 20 14 5 9 93 (100%)

31.20% 17.20% 21.50% 15.10% 5.40% 9.70% 100.00%

지방
61 17 7 7 6 13 111 (100%)

55.00% 15.30% 6.30% 6.30% 5.40% 11.70% 100.00%

합
90 33 27 21 11 22 204 (100%)

44.1% 16.1% 13.2% 10.2% 5.3% 10.7% 100.00%

※ 직장선택 거와 지역간의 피어슨 Chi-square 근사유의확률 0.194

※ 선호 종과 지역간의 피어슨 Chi-square 근사유의확률 0.002

<표 10> 수도권 학과 지방 학의 선호 종과 직업선택 거에 한 교차표

구분 공공 학 국가 포털 학교 문 합 

문화

수도 6 1 3 6 3 2 21 (22.6%)

지방 14 2 0 1 2 1 20 (18.0%)

합 20 3 3 7 5 3 41 (20.0%)

열람

수도 6 1 0 1 0 1  9 (9.7%)

지방 16 6 2 0 0 0 24 (21.6%)

합 22 7 2 1 0 1 33 (16.1%)

참고

수도 1 1 5 2 2 2 13 (14.0%)

지방 5 3 1 0 1 3 13 (11.7%)

합 6 4 6 2 3 5 26 (12.7%)

수서

수도 8 4 1 1 0 1 15 (16.1%)

지방 13 2 1 1 3 3 23 (20.7%)

합 21 6 2 2 3 4 38 (18.6%)

컨텐츠

수도 3 6 7 4 0 1 21 (22.6%)

지방 5 2 3 4 0 5 19 (17.1%)

합 8 8 10 8 0 6 40 (19.6%)

분류목록

수도 5 3 4 0 0 2 14 (15.10%)

지방 8 2 0 1 0 1 12 (10.80%)

합 13 5 4 1 0 3 26 (12.7%)

체

수도
29 16 20 14 5 9 93 (100%)

31.20% 17.20% 21.50% 15.10% 5.40% 9.70% 100.00%

지방
61 17 7 7 6 13 111 (100%)

55.00% 15.30% 6.30% 6.30% 5.40% 11.70% 100.00%

합
90 33 27 21 11 22 204 (100%)

44.1% 16.1% 13.2% 10.2% 5.3% 10.7% 100.00%

※ 지역과 선호직무간의 피어슨 Chi-square 근사유의확률 0.203

<표 11> 수도권 학과 지방 학의 선호 종과 선호 직무에 한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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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 인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 업무는 앞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업무로도 분석되어, 이 직무를 선택

한 수도권 학생들의 진취 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열람업무는 간정도의 요성을 

가지면서 난도는 낮은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가장 선호하는 직무로 선택한 지방 학 

학생들과 수도권 학생들의 성향 차이가 엿보인

다. 그러나 유의확률(0.203) 값에 따라 통계

으로 차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상으

로 직장으로서 도서 ․정보센터에 해 가지

고 있는 이미지를 포지셔닝 기법을 통하여 분석

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진

출 가능한 도서 종에 한 유사성 인식 분석

을 수행한 결과, 공공도서 , 학도서 , 국가

도서 과 학교도서 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

는 반면, 포털과 문도서 은 이들 군집과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은 국가도서 에서 일할 경우, 고용안정

이 보장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업무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하며, 문도서 이나 포털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개인 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도서 은 성장가능성이 낮고 높은 보수가 측

되지는 않지만,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기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 은 

업무만족, 보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가

장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개별 도서 이 이러한 이미지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지역에 

불문하고 직장선택 거로서 고용안정을 가장 

요한 기 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

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선택하 다. 만

족스러운 보수조차 고용안정이라는 거에 앞

서지 않아, 보수의 많고 음을 떠나 고용의 안

정 보장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고용안정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 되는 국가도서 을 뒤로 하고 가장 선호하

는 종으로 공공도서 이 선택된 이유는 채용

의 기회가 희소한 국가도서 보다는 국 인 

채용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 을 보다 

실 인 진출처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 결과

라고 본다. 여하튼 이러한 결과가 지역을 불문

하고 지배 인 경향으로 나타난 것은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채용 등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반 한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 도서  직무 유사성에 한 인식 분

석을 수행한 결과, 열람 출과 같은 이용자

사업무와, 수서, 분류목록, 컨텐츠와 같은 기술

사업무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

로그램 련 업무는 이들과는  다른 차원의 

직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들은 참고 사, 분류목록, 수서 등의 통  도

서  업무를 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문화 로그램 업무를 요도가 높지 않은 직무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과정을 통해 집

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 인 도

서  업무 분야가 장에서도 요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 로그

램 업무는 도서  본연의 목 에서 빗겨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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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

겠다. 한편, 컨텐츠, 문화 로그램 등의 업무는 

난도가 높은 업무라고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는 

분류목록, 참고 사와 같이 핵심과목으로 지정

되어 집 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소하게 인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취업 후 학생들이 

가장 맡고 싶은 직무로도 선택돼, 다른 직무 인

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복잡한 간극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사서양성을 담

당하고 있는 학의 교과과정 보강을 통해 해소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세 번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은 공공도

서 으로 수도권 학과 지방 학 학생들에게 

있어 공통 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도서  집  

상이 지방 학 학생들에게 있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들은 공공도서  이외에

도 국가도서 , 포털 등에 상 으로 고른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차 분석 결과 통계 (유의확률 0.002)

인 차이를 보 다. 한편, 수도권 학생들은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 업무를 취업 후 가장 희망하

는 업무로 선택했으며, 지방 학 학생들은 열람, 

수서와 같은 통  업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도권 학생들에 의해 선택된 문화

로그램과 컨텐츠 업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난도가 가장 높은 업무로도 인식돼, 통계

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유의확률 0.203), 수

도권 학생들이 조  더 진취 인 성향을 보인

다고 추측해 본다.

종합해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국가도서 과 

공공도서 이 가장 업무만족도와 고용안정성

이 좋은 곳으로, 포털 업체와 문도서 이 가

장 좋은 보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인

식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는 고용안정을 

해 공공도서 을 졸업 후 진출처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 지역을 불문

한 지배 인 경향이된 것은  고용 시장의 상

황을 반 하는 결과라고 본다. 사서 양성을 담

당하는 학은 이러한 취업 비생의 도서 에 

한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에 합한 진로  

취업 교육 로그램을 비할 필요가 있겠다. 

취업 시장과 재 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반

한 진로  취업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공

공도서  이외에도 균형 인 시각으로 개별 도

서 종과 직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학 2곳과 지

방 소재 학 2곳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짐을 밝

힌다. 추후 국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상으로 

수 조사를 실시한다면, 좀 더 깊이 있고 신뢰

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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