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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정보기술 및 지식의 전 

략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직종과 분야를 불문하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확산으로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사회는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끊임없는 전문성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서직 종사자들에게도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DACUM법에 기초하여 수행된 비서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 

서직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비서직 전문 

성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인 기대상태는 기업측이 사무관리에 요구하는 10개의 과업과 세부 

작업을 포함하며, 이로부터 23개의 개체를 추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사무지식관리를 포함하 

는 5개 종합서비스 영역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서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 데이터베이스는 비서직 

종사자들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becoming more essential than ever for office professionals to become competent in 

information processing through fast response to the stimuli and needs coming from the 

current global business society which is controlled by the speed of improv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professionals' success in business today depends on the 

level of job competency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are required for problem 

solving in a global business enviro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database for office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recent result of DACUM job analysis 

for office administrators and implement a prototype with various kinds of services in five 

major categories such as human relationship management, even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special occasion management, and office knowledge manag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enhance the levels of both productiv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offic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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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 우리 사회가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됨에 따 

라 기업 조직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 

직 구성원 개개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정보기술 및 지식의 전략적 활용이 성공 

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 었기 때문에 기 업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 

게 끊임없이 전문성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로 인해 사무직 종사자들의 

다중기능(multi-function), 다중능력(multi-skill) 

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여 

기서 비서직 종사자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 

다［2］.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업무 

유형의 변화와 조직의 다운사이징 등으로 비 

서직 자체가 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여러 상사를 동시에 보좌하거나 팀을 지원하 

는 팀(team)비서,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겸무 

형 비서가 늘고 있는 추세다. 비서의 역할에 

서 기존의 상사 개인 보좌 업무의 비중은 축 

소되고 다양한 능력과 사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관리전문가의 역 

할로 변환 확대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 

로 확인되었다［4, 7, 18］.

많은 연구에 의해 비서직의 생산성 증대 

및 전문화를 위한 핵심 직무역량(core job 

competency) 에 프로젝트관리와 데이터베이 

스나 웹 정보관리 같은 고급 비즈니스 정보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 능력 

이 포함됨이 밝혀졌다［4, 7, 8, 19, 24］.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비서직을 위한 사무 데이터베 

이스 프로토타입 오피스프로가 제작되기도 

하였으몌8］ 비서들의 전통적 업무라 할 수 

있는 상사보좌업무, 문서관리, 총무업무, 그리 

고 대인업무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한 연구［기에서 비서직 전문성 개발을 

위한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직 

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사무관리 

현장을 분석한 일반비서직무와 기업의 기대 

치를 분석한 전문비서직무 두 부분에 대한 

과업(duty)과 세부 작업(task)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문비서직무에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경영사무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 정보관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중 

재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직 

무의 변화는 지식경영에 필요한 비서 역할과 

역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4, 9］, 팀비서의 역 

할과 역량을 규명한 연구［4］, 그리고 DACUM 

기법에 의한 비서 직무분석 연구들［7, 10, 16］ 

에 의해서도 규명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한 해 동안 비서직 관련 주요 온라인 

동호회 사이트에 게시된 업무관련 질문 가운 

데 ERP/SAP, 회계, 기획, 관리, 자료취합 등 

에 관한 질의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급 

증한 것으로 보아도, 비서직 종사자들의 전문 

성 개발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 데이터베이스 오피스프로［8］는 비서직 

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구임은 분명한 사실 

이나, 위 선행연구［기가 제시한 전문비서직무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최근 수행된 DACUM 비서 직무 분석 연 

구결과［7］ 중 전문비서직무 내용을 포함하는 

비서직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 

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서직 생산성 제고뿐만 아 

니라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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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비서직 역할 및 역량 관련 연구

요직에 있는 사람에 직속하여 비밀문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또는 직책이라는 비서 

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으나, 전문비서 

(Office Professional) 직무에 대한 개념 정의 

는 수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비서직 

역할과 역량에 관련된 연구를 요약하면〈표 

1＞과 같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기능 역 

할 및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조직의 의사결정자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조직의 축소와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비서는 한 개인에게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좌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으며 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 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비서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중, 

윤미숙(2000)과 조문경(2002)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 비서의 역할과 역량 

모델링에 관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한 윤미숙 

(2000)은 역할을 역량의 집합체로 보고 12개 

의 현재 역할과 10개의 미래 역할을 도출해 

내었다[11].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으로 지 

식, 기술, 심리적 특성, 결정 전략의 역량 범 

주 내에서 27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현재 역 

량에서 사무관리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중요한 반면, 미래에는 조직에 대한 이 

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문경(2002)은 역할과 역량 간 

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팀 

비서가 각 역할별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행정관리자와 계획 

관리자 역할에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핵심역량이며, 예산관리자 역할에는 경영 및 

회계지식이 그리고 사무관리자, 대리인, 윤활 

유, 업무지원자, 팀리더, 그리고 프로젝트 관 

리자로서의 역할에는 지식공유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파악되었다[18].

신동희, 김명옥(2006)은 사회가 빠르게 정 

보화됨에 따라 조직이 재편성되고 직무가 재 

구성되면서 전문비서에 대한 정의도 함께 진 

화되어 오늘의 정 보처리 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엇 

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경영사무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리 능력이 전문 

비서에게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8].

유럽에서도 비서의 역할 변화에 따라 새로 

운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가 늘고 있다. 2001 

년 유럽경영비서협회(EUMA : European Ma

nagement Assistants)에서 실시한 비서의 직 

무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 컴퓨 

터 응용력과 미디어 활용능력, 코치 및 조언, 

프로젝트관리, 예산관리, 정보수집 및 관리, 

위임 기술 등이 미래에 중요한 역량으로 나 

타났다[22]. 이러한 변화는 2006년부터 유럽 

경영센터(MCE)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비서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비서에게 새로이 요 

구되는 역량 개발을 돕고 있다(www.mce.be). 

국제비서협회(IAAP ：International Associa

tion of Administrative Professionals)가 실시 

한 2007년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후 5년 

에서 10년 사이에 사무전문가(Administrative

http://www.mc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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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서직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특 징 역 할

홍순이

(1996)

국내외 금융기관 

비서 역할 비교

국내 기관에서는 비서의 단순 보조업무 처리 빈도 높은 반면, 

외국계 기관에서는 숙련된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 처리 

빈도가 높음

Ensman

(1995)
관리적 역할

정보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관리, 정책관리, 물류관리, 

노사관계 관리, 재무관리, 홍보관리, 교육훈련 관리, 위기관리

박금철

(1996)

172개 기업체 

비서역할 조사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비서 채용 시 자격 요건이 개인 소양의 

비중이 높고, 비서의 전문성의 활용도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동영,

홍경옥, 

김강정(1997)

국내 대기업

비서역할 조사

비서의 직무 영역별 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비서들이 1-2단계인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계숙, 

최애경 

(1997)

전문 스태프적 

다기능 팀비서 

역할

다기능 사무행정 전문가, 사무관리, 정보관리, 업무파트너, 

의사소통관리, 인간관계관리 , 계획 관리, 홍보관리 , 고객관리 , 

변화매개자

유미숙

(2000)

현재와 미래

역할 비교

델파이 연구

。현재 : 계획관리, 정보관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업무파트너 

교육훈련관리

。미래 : 다기능 행정관리, 정보관리, 인간관계관리, 홍보관리 

의사소통관리, 계획관리, 변화매개자,

Odgers and

Keeling(2000)
사무관리자 역할

。네트워크, 그룹웨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직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팀원, 전문가 보좌역할, 자립적 지식근로자,

。넓고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의 보유 및 활용,

。직무수행 질, 생산성, 성과의 측정이 효율적으로 가능한자

유승혜

(2002)

지식경영에

부합되는 비서역할

스마트 플레이어, 팀 플레이어, 지식 제공자, 지식 활용자, 

고객관리, 사무정보처리 전문가, 다기능 행정전문, 홍보관리, 

재무관리, 프로젝트관리

조문경

(2002)

외국기업 팀비서의 

역할수행, 역할기대 

역할교육 요구

。역할수행:조정자, 정보관리자, 행정지원자, 팀원, 파트너

。역할기대:조정자, 정보관리자, 파트너, 프로젝트관리자

。교육요구 : 촉진자, 조정자, 파트너, 정보공유/관리자, 팀원

신동희, 

김명옥 

(2006)

비서직 생산성 

제고 위한 DB 

설계 및 구축

비서직 종사자들이 일반 사무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구축

김은주, 

최애경 

(2006)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팀비서 역량 비교

。국내대기업 : 예산관리, 사무관리, 업무지원, 팀원, 계획관리, 

성실성, 인품

。외국계기업 : 업무지원, 계획관리, 조사및보고, 외국어능력, 경영 

회계지식, 성실성, 인품, 조직력, 기획력, 정보관리

IAAP

(2007)

최근 5년간 

증가된 비서역할

일반 사무관리, 정보 조정/감독, 여행기획, 회의기획, 장기 프로젝 

트관리, 고객관리, 온라인 구매, SW훈련/적응, 정보 가공/관리, 컴 

퓨터 출판, 고객 협상, 팀리더, 웹사이트 설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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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는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응용 

력, 증가하는 업무량,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기, 일과 가족의 균형, 

관리 훈련에 대한 더 많은 욕구, 회사의 축소 

및 분사 등으로 인해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향후 직무들이 큰 폭으로 추가될 것 

이라고 했다［24］.

2.2 비서직 직무분석 관련 연구

직무분석은 수행해야 하는 직무내용(작업, 

과업, 책임)과 직무의 성격, 그리고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기술, 태도, 

숙련 정도 등에 관한 일체의 요건을 알아내 

는 과정을 뜻한다［25］. 비서직에 관한 직무분 

석 연구는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에 비해 빈 

약한 실정이며 직무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성은(1998)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Bank 

One의 비서직 직무기술서의 사례를 근본으 

로 대인관계업무, 보좌업무, 문서사무업무, 관 

리업무, 기타 등의 단순 업무를 포함하는 한 

국형 비서 직무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3］. 전 

수진, 정성휘(2003)의 연구는 비서 직무기술 

서를 보유한 4개의 기업 사례를 토대로 직무 

내용을 10가지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요건과 

책임의 정도를 포함하는 비서 직무기술서를 

제안하였다［15］. 정성휘(2005)는 법률 직무편 

람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방법으로 

법률비서의 직무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직 

무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직접관찰법, 심층면 

접, 중요사실 기록법, 작업일지 기록법, 그리 

고 질문지법 사용을 들 수 있다［16］. Peterson 

(2001)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비서직 종사 

자들의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몌28］, 이선주, 김명옥(2006)은 현대 사 

무관리자들의 정보처리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19가지의 직무와 순위를 규명하였다［14］.

질문지법만큼 직무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심층면접의 일종인 DACUM(Developing A 

Curriculum)방법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기법이다. DACUM기 

법을 사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5, 13, 20］, 분석의 절차뿐만 아 

니라 누가 분석에 참여하였고, 각각 어떤 절 

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도 일관 

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DACUM 

은 직무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 

분석에 참여할 패널과 DACUM 분석가를 선 

정하고, 실제 DACUM 기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고,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게 된 

다. 패널은 분석 대상 직무에 대한 충분한 경 

험을 갖춘 5〜10명의 현직 종사자만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 

하는 현장 전문가만이 그 직업을 가장 잘 설 

명할 수 있다는 논리［26］때문이다. 패널들은 

분석의 목적과 수행방법에 대해 학습한 후, 

자유롭게 자신들의 업무관련 과업(duty)과 

작업(task) 목록과 순서, 그리고 직무에 필요 

한 일반적 지식/능력 목록, 행태적 태도 목록, 

도구 및 재료 목록을 작성한다. 작업은 시작 

과 끝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소규모 일이며, 

과업은 작업들의 묶음이다. 끝으로 작성된 

과업과 작업 목록에 빠진 직무가 없는지 확 

인하고 모든 패널들의 합의 하에 초안을 완 

성하며, 이 결과물은 다음 단계인 전문가들 

의 검토 단계를 거쳐서 수정 보완되어 완성 

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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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 최윤아（2000）의 연구에서 비서관 

련 학과의 교과과정 모형 개발에 DACUM 

을 사용하였으며, 현직 비서 7인, 교수 1인, 

기업인 1인을 패널로 구성하여 현직 비서직 

종사자만을 패널로 두어야 하는 DACUM의 

원칙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직무분석 결 

과로 10개의 과업과 74개의 작업을 밝혀낸 

바 있다[10].

최근 백지연, 최애경（2007）은 비서직 종사 

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DACUM 기법을 

사용하여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 

과는 현직 비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재상태 

직무분석과 CEO, HRD 담당자, 그리고 고참 

비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대상태 직무분석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7]. 현재상태는 실제 

사무관리 현장에서 수행되는 비서의 기초적 

이며 일반적인 과업과 작업을 나타내는 것으 

로 대부분 기대상태에 흡수 포함되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대상태에서 

추가로 ‘커뮤니케이션’, ‘행사관리’, ‘물품관리’, 

인사/교육관련업무’ 그리고 ‘기타’ 과업들이 

등장했다. 기대상태는 기업측이 사무관리에 

요구하는 10개의 과업과 세부 작업 내용으로 

비서들이 앞으로 취득해야 할 전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대상태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표 2＞와 같다.

＜표 2＞ 기대상태 비서직무 DACUM 주요 결과

과업(Duty) 작업(Task)

일정관리
미팅（약속, 회의）요청/소집, 일정조율, 회의자료준비, 회의환경점검, 출장관련예약, 

해당자에게통보

문서관리
문서작성（회의록, 회의자료）, 문서수집（결재자료, 기사）, 문서기획 및 관리, 문서발송, 

문서저장 및 폐기, 전자문서관리

커뮤니케이션"
전화연결, 이메일, 송수신, 결재조정, 정보교환（자료, 회의록보고）,네트워킹（타부서 

직원/외부인）, 통번역, 우편물관리, 게시물관리

방문객응대 방문객 신원확인, 불청객대응, 필요정보제공, 환대, 명함 및 방문객정보관리, 전화응대

개인업무보좌

인맥관리, 대행업무（은행, 구매, 수리）, 정보수집, 경조사관리, 소속단체관리（학회 

협회, 동호회 등）, 기념일, 회원권관리, 비자여권관리, 가족주요행사, 

개인프로필관리/업데이트, 건강관리

회계업무
비서실연간예산작성, 법 인카드관리 , 기밀비정리 , 출장관련예산, 공식 경조사비 관리 , 

수입관리, 연말정산

행사관리**
행사예산기획, 행사기획, 행사장소 선정/예약, 행사일정표, 초청, 행사물품구매, 

VIP의전（protocol）, 행사진행/참여

물품관리**
자산목록관리, 필요자산/비품요구조사, 구매의 뢰, 견적서 비교검토, 자신/비품입고확인, 

사무용품구매, 선물관리

인사/교육**

인사평가자료취합, 채용자인터뷰관리 , 조직도관리 , 개인신상정보관리 , 근태 관리 , 

노무관리 （급여 ）, 기기사용법 교육, 신입비서 교육, 비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운영, 

상사교육정보제공, 강의및강연자료제공

기타**
홍보물제작참여, VIP보좌（항공, 숙박, 문화관광, 일정관리, 통번역）, 집무실유지보수, 

제본, 비서팀총괄, 프로젝트관리

출처 : 백지연, 최애경（2007）.
주） ** : 현재상태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대상태에만 포함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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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 설계

3.1 Entity-Relationship Diagram

본 연구에서는 쉽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전문 비서직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데이터베 

이스를 설계하였다.〈표 2＞의 각 과업 별 주 

요 작업 내용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개체(entity)〈표 3＞과 같이 추출하 

였고, 기타 작업 내용들은〈표 4＞에서 속성 

(attribute)으로 포함시켰다. 10개의 과업을 

위해 고객©), 관계사(J), 교육프로그램(E), 

동호회(A), 문서(D), 부서(B), 부양가족(F), 

비품/기자재(Q), 선물©), 언론자료(M), 이벤 

트(V), 저장고(W), 지인(知人)(N), 직원(Y), 

출장(T), 친인척(L), 카드(K), 특별일(S), 프 

로젝트(P), 항공교통(R), 행사장/회의실(Z), 

호텔숙박(H), 그리고 회계(U), 총 23개의 개 

체를 선정하였다(괄호 안은 개체코드임).

23개의 개체를 활용하여 인사관리, 이벤트 

관리, 프로젝트관리, 특별일관리 그리고 통합 

정보관리를 설계하고 아래와 같이 5개의 개 

체-관계성도표(ERD : Entity-Relationship 

Diagram)를 작성하였다. 인사관리 영역은 조 

직 내부 직원들의 출장, 교육, 인사, 동호회, 

가족관계 등과 같은 제반 활동을 포함하며, 

이벤트관리 영역은 공사적인 각종 모임, 회 

의, 행사, 필요 물품 기자재를 총괄하는 기능 

을 포함한다. 프로젝트관리 영역은 각종 크고 

작은 일반 그리고 특수과제적인 일 혹은 과 

제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특별일관리 

영역은 각종 공사적인 기념일과 경조사 처리 

업무를 포함한다. 통합정보관리 영역은 16가 

지 주요 개체를 활용하여 검색어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문서관리와 회계관리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므로 문서와 회계 2개의 개체는 5개 ERD에 

포함된다.

＜표 3＞ 개체 추출

과업(Duty) 개체(Entity)

일정관리 출장, 이벤트, 항공교통, 호텔숙박, 회계

문서관리 문서

커뮤니케이션 직원, 고객, 관계사, 지인, 친인척, 언론자료, 문서

방문객응대 고객, 관계사, 직원

개인업무보좌 지인, 친인척, 특별일, 동호회,

회계업무 회계, 출장, 특별일, 문서

행사관리
이벤트, 직원, 행사장/회의실, 비품/기자재, 언론자료, 선물, 카드, 

고객, 문서

물품관리 비품/기자재, 직원, 저장고, 선물, 카드, 문서

인사/교육 부서, 직원,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언론자료, 문서

기타 언론자료, 고객, 항공교통, 호텔숙박, 프로젝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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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직원’은 전문비서 혹은 스 

태프 그리고 일반 사원에게 까지 확대할 수 

잇는 개념이다.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는 팀비 

서 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환경에서는 멀 

티태스킹(multi-tasking) 능력이 강조되면서, 

비서 직무 범위에 일부 혹은 전 직원들의 개 

인 프로파일, 조직 내 프로그램 참여도, 출장 

내역, 책임 문서관리 등 주요 작업 프로파일

에 대한 추적이 포함될 수 있다. 규모가 클수 

록 조직 내 인사관리 전담 부서가 있어 비서 

직무와 무관하게도 여겨질 수 있으나, 전담 

부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비서실에서의 독 

립된 인사 자료 관리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18].〈그림 1＞을 토대로 작 

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 개체와 관계성 

(relationship)을 가감 및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 이벤트 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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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이벤트’는 개인 사적인 모 

임은 물론 비서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회의를 포함한다. 대규모 조직 내에 

이벤트 전담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크고 작은 개인 모임에서부터 각종 공식 혹 

은 비공식 행사나 회의들이 전문비서들에 의 

해 기획되고 준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한다. 각 이벤트마다 참여하는 고객들이 있 

고 다수의 관련 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며 다 

양한 종류의 문서 자료들도 연관된다. 이벤 

트 준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자료들도 관 

리 대상이 되며, 행사 자체에 쓰이는 비품, 

기자재, 회의실 정보, 그리고 회계정보 또한 

관리 대상이다.

＜그림 3＞ 프로젝트관리 ERD

＜그림 4＞ 특별일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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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프로젝트’는 대내외적인 광 

의의 작업 혹은 일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와 

관련 부서 및 참여 직원들 간의 네트워크, 활 

용되는 문서나 자료 보관 및 정리, 그리고 관 

련 외부 조직이나 기업 정보를 관리한다. 프 

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 회계정 

보 관리도 포함된다.

〈그림 4＞의 특별일관리는 비서실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명함관리나 고 

객관리를 포함한 인물정보관리 모듈이다. '특 

별일'은 중요한 공사적인 기념일과 경조사를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를 제외한 거 

래처와 고객 등 모든 인물 네트워크를 '지인’에 

포함시켰다. '선물’은 모든 종류의 기념품, 사은 

품, 답례품 등 전달된 증정 품목을 의미하며, 

'카드는 공적 혹은 사적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상업용 카드나 연하장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 

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메모나 편지도 포함한 

다. 국영문서 작성에 필요한 문장이나 패턴, 문 

구, 포맷, 서식 등도 따로 모아 관리해둔다. 전 

통적인 경조사 관리는 물론, 기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은품 혹은 기념품들의 재고관리에도 

유용하게 접목될 수 있는 모델이다. 경조사관 

리에 필요한모든 회계정보도 관리한다.

〈그림 5＞는 16개의 주요 개체들, 문서, 프 

로젝트, 교육프로그램, 행사, 직원, 관련회사, 

언론자료, 지인, 친인척, 동호회, 출장, 선물, 

카드, 호텔숙박, 항공교통, 그리고 회계와 관 

련된 자료를 통제어를 중심으로 통합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통합 사무정보관리 모델이다. 

여기서 '통제어’는 시소러스(thesaurus)의 용 

어 개념［29］이며 16개의 개체들은 각각 개체 

코드에 의해 식별된다. 예를 들어, 앞 절에 

서 밝힌 개체코드를 활용하여 문서들은 Did 

로 식별되고 프로젝트는 Pid로 구분되며, 

〈그림 3＞에서 개체 프로젝트(P)와 개체 문 

서(D) 사이의 관계성 쓰임’은 개체 아이디 

Did와 Pid로 구성된 복합키(composite key) 

로 구별된다. 특정 통제어를 통해 통제어 자 

신과 그에 종속된 모든 유사어에 속한 자료 

를 연계 축출해내는 방법으로 지식 추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5＞ 통합정보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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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계스키마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relation）와 속성

（attribute）을〈표 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위 5개의 ERD를 토대로 비서직 종사자를 주요 사용자 질의（Query）는〈표 5＞와 같다.

＜표 4＞ 주요 관계와 속성

관 계 속성 목록

계산 Kid, Gid, Uid

계약 Pid, Jid, 날짜, 수주액, 담당직원, 관계사직원, 비고

관계사
Jid, 회사명, 업종, 사업주명, 우편번호, 도/특별시, 시/구/군, 동면, 

상세주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관련 Tid, Did,

교육프로그램 Eid, 프로그램명, 주관, 시작일, 종료일, 강사, 분류, 내용, 비용

동호회 Aid, 동호회명, 발족일, 회장명, 주소, 연락처

문서 Did, 자료명, 분류, 키워드, 작성일, Yid（작성직원）, Wid（저장고）

발송 Sid, Nid, Kid, 발송일

배송 Sid, Lid, Gid, 배송일, 배송확인

부서 Bid, 부서명, 팀장명,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

부양가족 Fid, 가족명, 성별, 생년, 월일, 관계, 동거여부, 우편번호, 주소, Yid（직원）

비품/기자재 Qid, 물품명, 제조회사, 구입일, 보상기간, A/S연락처, 수량, Yid（담당직원）

선물 Gid, 선물명, 분류, 제조회사, 단가

소유 Pid, Bid, 시작일, 종료일

수행 Pid, Yid, 역할, 시작일, 종료일

스케줄 Rid, Tid, 날짜, 시간, 좌석번호

쓰임 Pid, Did, 시작일, 종료일

언론자료 Mid, 매체명, 분류, 제목, 날짜, Yid（담당직원）

연관 Vid, Mid

열림 Vid, Zid, 날짜, 시간

예약 Tid, Hid, 날짜, 시간, 방번호

우송 Sid, Lid, Kid, 우송일

우영 Yid, Eid, 역할, 시작일, 평가, 비고

이벤트 Vid, 행사명, 종류, 시작일, 종료일, 장소, Yid（담당직원）

임대 Qid, Vid, 사용일, 수량

저장고 Wid, 저장고위치, Yid（관리직원）

조인 Aid, Yid, 가입날짜

증정 Sid, Nid, Gid, 증정일, 도착확인

지식관리 통제어, 개체id

지인
Nid, 이름, 관계, 생년월일, 집주소, 회사명, 부서, 직급, 회사주소, 회사전화, 휴대폰, 이메일, 팩 

스, 경조사대상, 비고

직원

Yid, 이름, 영문명, 주민번호, 성별, 부서, 직책, 급여, 호봉, 휴대폰, 내선 우편번호, 주소, 집전 

화, 최종학력,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특허, 입사일, 퇴사일, 생년, 월일, 결혼유무, 결혼기념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사진 이력서, Did（문서）, Wid（저장고）, Mid（언론자료）

진행 Vid, Yid, 역할, 평가, 비고

참가 Cid, 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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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밑줄 친 항목들은 키（key）속성을 의미하며, 개체코드는 앞 절에서 설명되었음.

고객 Cid, 고객명, 직업, 회사명, 회사전화, 휴대폰, 이메일, 관심사항, 등급

참여 Eid, Yid, 시작일, 종료일, 성적

출장 Tid 출장국가, 출장도시, 숙박지, 출장사유구분, 내용, 출발일, 도착일, 연락礼 호텔전화번호

친인척 Lid, 이름, 관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폰, 이메일, 팩스, 회사전화, 비고

카드 Kid, 분류, 제목, 내용, 단가

통제어 통제어, 유사어목록

특별일 Sid, 날짜, 이벤트, 특기사항

파견 Tid, Yid, 역할, 직무, 평가, 비고

프로젝트 Pid, 프로젝트명,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계약금액, 수주액, Yid（책임직원）

항공교통 Rid, 항공사명, 주소, 전화, 팩스, 성수기, 할인율, 홈페이지, 항공사직원

행사장/회의실 Zid, 행사장명, 회의실수, 기자재, 우편번호, 주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약도

협찬 Jid, Vid, 협찬내용, 수량, 비고

호텔숙박 Hid, 호텔명, 주소, 전화, 팩스, 할인율, 부대시설, 홈페이지, 약도

활용 Vid, Did

회계 Uid, 날짜, 산출내용, 지출, 수익, 잔액, 비고, Tid（출장）, Vid（이벤트）, Pid（프로젝트）

<표 5> 주요 사용자 질의

영 역 질 의

인사

관리

직원 정보（신상명세, 가족, 동호회, 교육참여 및 운영, 출장파견, 문서관리, 시설관리）

교육프로그램 정보（교육내용, 책임직원, 참여직원, 성과）

출장 정보（호텔, 항공, 회계를 포함한 출장내역, 파견직원, 관련문서）

문서 정보（문서내용, 책임직원, 저장정보, 관련출장）

동호회 정보（동호회내역, 가입직원）

언론자료 정보（자료내역, 담당직원）

이벤트 

관리

이벤트 정보（이벤트내용, 협찬회사, 행사장, 관련직원, 비품/기자재, 언론자료, 문서,

참가고객, 회계정보）

관계사 정보（회사내역, 협찬내역）

행사장/회의실 정보（장소정보, 활용내역）

비품/기자재 정보（비품내역, 담당직원, 활용 이벤트）

언론자료 정보（자료내역, 연관된 이벤트）

문서 정보（문서내용, 활용된 이벤트）

참가고객 정보（신상정보, 참가이벤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정보（프로젝트내용, 수주회사, 담당부서, 관련직원, 관련문서, 회계정보） 

부서 정보（부서내역, 운영 프로젝트 내역） 

직원 정보（신상명세, 프로젝트 참가 내역） 

문서 정보（문서내용, 프로젝트 관련 내역）

특별일 

관리

특별기일 정보

회계 정보

선물 정보（품명, 공급자정보, 단가, 재고）

카드A 정보（품명, 공급자정보, 단가, 재고）

카드B 정보（아이디, 분류, 문구내용）

지인 정보（신상명세, 특별기일 정보, 증정선물 내역）

친인척 정보（신상명세, 특별기일 정보, 배송선물 내역）

통합정보 

관리

특정 키워드（통제어） 관련 종합정보（문서,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행사, 직원, 관계사, 

언론자료, 지인, 친인척, 동호회, 출장, 선물, 카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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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정보관리

개인신상 정보에서부터 기밀문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정 

형화된 사무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비서직 종 

사자들은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의 

유사 경험 혹은 체험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 

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 

지한다. 암묵지 혹은 체험지를 중심으로 처리 

되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업무 수행 관련 각 

종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값진 지식을 체계적 

으로 저장 관리하거나, 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키워드와 연계된 통합 사무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축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정보 

처리전문가로서 비서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 

량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전문비서에 

게 사무 지식관리의 필요성은 백지연•최애경 

(2007)의 직무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시소러스(thesaurus)의 개 

념을 도입하여 통제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무정보관리 모듈을 설계하였다. 시소러스 

는 여러 개념들을 그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 

한다. 시소러스는 자연 언어를 보다 통제된 

시스템 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어휘 통제 장 

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구조적인 관점에서 

는 상위 및 하위 개념 사이의 전후 관계를 명 

백하게 하기 위하여 의미상 관련 있는 용어 

들을 모아놓은 동적 어휘집이다. 시소러스는 

색인과정에서 같은 개념이 다른 용어로 표현 

되는 유사어를 통제하는데 이용되는데, 일반 

사전은 용어의 의미를 모를 때 사용하는 도 

구인 것에 반해, 시소러스는 의미(개념)는 이 

해하나 그에 해당하는 용어를 모를 때 사용 

하는 수단이다[29].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국제회咬V——j— 통제어

'、심포지움 컨벤^^------ 유사어

＜그림 6＞ 통제어 예
* 출처 : 김명옥(2002).

본 연구에서는 통제어의 구조를 일원화하 

여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다수의 유사어를 

하나의 통제어에 구속시켜 관리하기로 한다. 

〈그림 6＞은 통제어 ‘국제회의’와 그에 종속 

된 다섯 개의 유사어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7＞은 다수의 유사어를 거느리고 있는 

통제어 모음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 

은 구조의 통제어 사전을 토대로 통합정보관 

리 체계를〈그림 8＞과 같이 설계한다. 통합 

정보관리는 크게 자료저장과 정보검색 두 가 

지 트랜잭션으로 구성된다.

3.3.1 자료저장 트랜잭션

① 추가 • 변경하려는 '개체id’의 자료를 DB 

에 저장한다.

② 저장 자료로부터 핵심어를 축출한다.

③ 통제어 사전에서 해당 핵심어를 유사어 

로 구속하는 모든 '통제어'를 축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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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DB에 ‘통제어’-‘개체id’ 연결 고리 

를 저장해 둔다.

3.3.2 정보검색 트랜잭션

① 원하는 검색 키워드 ‘K’를 입력한다.

② 통제어 사전에서 키워드 ‘K’를 유사어 

로 거느린 통제어 ‘C’를 찾는다.

③ 지식DB에서 통제어 ‘仁와 연관된 개체 

id 목록을 입수한다.

④ 개체id를 이용하여 메인 DB에서 내용 

을 참조한다.

3.3.3 통합정보관리 트랜잭션 예

① 문서 ‘D8’을 저장한다.

② 핵심어 ‘K1’과 ‘K7’을 축출한다.

③ 〈그림 7＞의 통제어 사전에서 ‘K1’과 

‘K7’을 유사어로 갖는 통제어 ‘C1’과 ‘C3’ 

를 축출한다.

④ 〈표 6＞의 지식DB에서 통제어 ©'과 

‘C3’ 각각에 개체id ‘D8'을 관련 지식으 

로 추가한다.

⑤ 통합 정보검색을 위해 키워드 ‘K4'를 입 

력한다.

⑥ 〈그림 7＞의 통제어 사전에서 ‘K4'를 유 

사어로 포함하는 통제어 ‘C2'와 ‘C3'를 

축출한다.

⑦ 〈표 6＞의 지식DB에서 통제어 ‘C2'에 

속한 개체 문서 ‘D2', 지인 ‘N4', 교육프 

로그램 ‘E2'를 얻고, 통제어 ‘C3'에 속한 

개체 문서 'D6', 문서 'D8', 언론자료 

'M10', 이벤트 'V2'를 얻는다. 키워드 

'K4'와 연계된 7개의 자료가 통합지식 

으로 검출된다.

＜표 6＞ 지식DB 예

통제어 개체id

C1 D3, D1, P2, D8

C2 D2, N4, E2

C3 D6, M10, V2, D8

C4 D9, V3, T9

C5 D4, P2

4. 프로토타입 구현

위와 같이 설계된 DB는 Windows XP 환 

경에서 MS-Access를 이용해 구축되었는데, 

＜그림 8＞ 통합정보관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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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 대부분 비서실의 사무정보관리 작 

업이 윈도우 기반에서 범용 목적의 그룹웨어 

를 활용하여 수행된다는 점과, 비서들이 OA 

(office automation) 프로그램 작동에 관한 기 

본 지식과 기술을 이미 습득한 상황에서 익 

숙하고 부담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DBMS라는 

점에 그 타당성의 근거를 둔다.

〈그림 7＞과 같이 MS-Access의 스위치보 

드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히 메인 메뉴를 구 

성한 후 적절하게 하위 메뉴를 확대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벤트관리를 위한 하위 기능 

으로 이벤트관련 직원, 문서, 참가자 등 종합 

정보 조회와 문서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키워 

드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통합 지식을 축출 

하기 위해 통합정보관리 기능을 이용하며, 키 

워드와 관련된〈그림 5＞의 16개 개체 정보 

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현대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 

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정보기술 및 지식의 

전략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직종과 분야를 불 

문하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사회는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끊임없는 자기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서직 종사 

자들에게도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 업 사회가 사무정보관리 (Office Infor

mation Management)^ 요구하는 바는 기본

B 주 스뮈취보드

오피스프로

민사관리

미 벤트관리

프로젝트관리

특별 밀관리

통합정보관리

기타

W 통합정보관리

B 미벤트관리

오피스프로

fe 미벤트점보

키위드를 입럭하체丘

W a，미벤트정보 

寸 b, 문서점보

□ c, 관계사정보

d, 행사장정보

_| e, 참가자정보

f. 비품/기자재

I g. 먼론자료

I h, 홀으로

교육프로그램［문서 먼론자료 미벤트 지민 직원 관계사 친인척 동호회 줄

Office
Knowledge
Managemen t

＜그림 9＞ 주요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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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능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데이 

터 흐름 파악, 인터넷과 인트라넷 사용을 통 

한 정보 공유 및 수집, 과거나 현재의 자료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의 응 

용, 전자문서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정보 

관리 및 웹기획, 그리고 사무지식관리와 같은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도 포함된다. 비서직무 

내용과 범위의 다양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비 

서직 종사자 스스로가 필요할 때마다 융통성 

있게 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간단히 데 

이터베이스 구도를 설계, 제작, 관리할 수 있 

는 고급 사무정보처 리 능력을 갖추는 일은, 업 

무수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래하는 글로벌 기업사회에서의 능 

동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 

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DACUM법에 기초하 

여 수행된 비서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 

분석 연구결과[5]를 토대로 비서직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직무분석 결과가 제 

시하는 기대상태는 기업측이 사무관리에 요 

구하는 10개의 과업과 세부 작업은 통한 전 

문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 

한 DB설계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선행연구

[7] 결과인 기대상태의 과업과 작업으로부터 

23개의 개체를 추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통 

합정보관리를 포함하는 5개 종합서비스 영역 

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통합 

정보관리 모듈은 통제어 사전을 기반으로 특 

정 키워드를 통해 16개 개체와 연계된 정보 

를 쉽게 축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구성된 모의 통제어 

목록을 활용하여 사무지식관리 프로토타입을 

구현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비서직을 위한 전문용어사전 내지 비 

서직 전문 통제어 사전의 구축을 선두로 시스 

템의 개선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쉽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 

서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데이터베이스는 비서직 종사자 

들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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