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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2000이연구는도서관관련신문기사를분석하여우리사회에투영되고있는도서관에대한이미지를조사하였다 년부

2017 18 , , , 3065터 년까지총 년동안에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그리고중앙일보에서보도된 개의신문기사를

, 2009 . 시계열 분석을 통해분석한결과 도서관기사수는 년을 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였다 도서관관련 기사는 책에

. 2000관한내용이가장많았으며연도별로기사의내용에조금차이가있었다 년초반에는정보와이용에대한내용이

, 2006 , 2012더많았다면 년부터는도서관의운영과개관 문화에대한내용이그리고 년이후에는지역의주민들과문화에

. . 대한기사가조금더많았다 이러한기사의경향은도서관에대한사회의이미지를반영한다고볼수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 홍보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 , , 키워드 도서관 이미지 신문기사 시계열 분석 언어네트워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age of library in our society by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libraries. A total of 3065 newspaper articles reported in Kyunghyang, Hankyoreh, Chosun, and Joongang 

from 2000 to 2017 were analyzed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time series analysis 

showed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library declined to a peak in 2009.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newspaper articles by year except for those content related to books. There 

were many articles about information and use in early 2000, about library operation and opening , ‘ ’ ‘ ’ ‘ ’

culture from 2006, and about residents of the area , culture after 2012. These content of newspaper ‘ ’ ‘ ’ ‘ ’

articles may reflects the image of library in our society. Finally, this study dis cussed practical ways 

of public librar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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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 우리 사회는 도서관의 존재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다

, 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교

, . 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정보와 소통의 장소가 되는 곳일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

정보 자원들의 아카이브 역할을 주장하는 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

. 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도서관의 이미지와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느끼

? 는 도서관의 이미지는 과연 동일할 것인가

. 세상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에서는 도서관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여기

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도서관이 언론에서 형성하는 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 , 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인 현실이 아

. , 닌 특정 시각에 의해 구성된 현실이 아닌지 분석해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는 주

(semantic priming)제와 관련되어 특정한 이미지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점화 를 할 수 있기 때

(Zaller and Feldman 1992). 문이다 의미점화란 미디어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미적으로 관련

( , 2014). 이 있는 단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양명철 한혜경 예를 들어 국내 다문화인 관련

기사에서 다문화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혹은 사회불안 야기와 같은 내용을 전

, 달하게 되면 뉴스를 보는 시민들은 다문화 노동자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불법’ ‘사회불안’

( , 2014, 85). , 과 같은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양명철 한혜경 왜냐하면

메시지는 핵심 단어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결합될 때 특별한 의미를 발생시키

( , Leydesdorff 2004).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박한우 즉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사용될 때

(co-occurrence)유사한 개념과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 쉬우며 이러한 공출현 하

. 는 단어들은 공유된 개념과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점화를 일으키는 중심

단어와 함께 공출현하는 단어를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서관에 관련된 이미지를 파악

. 할 수 있다

, , 도서관의 사회에 투영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기사별 주제내용별 그리

고 연도별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어 공출현 분석을 통한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 분석을 한

.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도서관 관련 신문기사의 언어네트워크 공출현

.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투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시계열

. 분석을 통한 주기적으로 보도되는 도서관관련 보도의 특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 홍보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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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Ⅱ 적 배경

의미점화와 언어네트워크 분석1.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점화란 두뇌와 정신의 정보처리 과정에 관련되어 사람

들이 어떤 이미지에 노출되면 두뇌 속에 이미 저장된 관련 이미지를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설

( , 2006). 명할 수 있다 오미경 정인숙 이처럼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 혹은 단어와 개념

(semantic network) ( ,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의미적 네트워크 를 의미점화라고 한다 양명철

2014). 한혜경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의미점화란 독자들이 기사를 통해 행동이나 태도에 영

( , 향을 받기보다 보도대상에 대한 관점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명철 한혜경

2014).

언론의 기사가 수용자에게 인지 이상의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는 미디어 학자들에

( , 2007). 의해 수용되어 왔다 김성태 이창호 본 연구 또한 언론에서 도서관과 함께 보도되는

. 주요 핵심어들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의미연결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서관과 공출현하는 단

어를 통해 사회에서 인식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는 문헌정보학의 계량적 지식자원 분석 방법

.  중 하나인 언어 네트워크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지식 네트워크의 새로운 연구방법중 하나이며 이외에 지식자원들을

,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용 네트워크 공저 네트워

, ( 2012). 크 그리고 지식지도 등이 있다 이수상 언어네트워크는 특정한 단어와 개념들의 관계

, (network)를 분석하고 그러한 단어와 개념들의 의미적 연결을 파악하여 연결망 를 구성하여

( 2012; 2014). 계량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수상 즉 특정 단어와 공출현하는

단어분석을 중시하여 전통적인 내용분석이 키워드의 출현빈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다른

( , , 2013). , 방식의 분석 방법이다 김수연 김대욱 최명일 또한 특정 단어와 공출현하는 단어들

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하며 중심단어와 주변단어와의

( , , 2010; 2013). 관계를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해 준다 이혜준 이동일 이주현 정덕호 외 즉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단어 사이의 네트워크 관계와 강

( , , 2010). (2014, 53)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혜준 이동일 이주현 이수상 은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로 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나타낼만한 개념을 단어

, , 의 형태로 추출하고 그들 간의 동시출현과 같은 연관관계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텍

. 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용분석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 언어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구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도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지현

(2016) 6은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전국 개 주요도시들의 트위터 내용을 심층분석하

. 고 정보제공 매체로서 트위터 활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분석에서 도시별로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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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달랐고 연도별로도 차이가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트위터

. (2011)가 공공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박옥남 은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을 분류와 목록 관련 연구논문 분석에 적용하여 정보조직관련 연구에서

. 메타데이터나 온톨로지가 새로운 연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김은주 외

(2016)은 정신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핵심 연구동향에 관한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언어네크

8워크 방법론을 통해 정신의학 분야 국제공동연구 연구 동향 분석하고 개 세부 주제 영역과

85 . (2011)개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재인 은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들에 대한 언

. 어네트워크 분석에서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개념과 기존 개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

7 , 구결과 최근 년간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개념중심의 연구가 출현빈도가 높았고 최근

. (2011)이년간은 웹과 분류의 개념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희정 은 웹 아카이빙

(web archiving)과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보존 프로

. 젝트와 웹 아카이빙 툴과 관련된 연구들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진행 되었다고 결론내렸다

(2014)마지막으로 이수상 은 언어네트워크 개념의 학문 분야별 분석을 통해 언어네트워크 분

. 석의 새로운 절차와 역할을 정리하였다 그의 독후감 텍스트 감성 연구에서는 독후감 텍스트

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독후감에 담겨있는 의미적 특성을

, ,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집단 및 개별 독후감의 각각 다른 키워드 네

( 2016). 트워크 특성을 밝혔다 이수상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연

. (2016) 2000 2015구가 증가하고 있다 손혜인과 남영준 은 년부터 년까지 기록관리학회지와

. 기록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연구주제와 학제성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 분야의 공동연구 증가추세와 각 기관별 주제의 변

. (2015) 2004 2013화와 영역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최이랑 도 년부터 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

, , 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연구의 키워드분석에서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 등의 키워드

.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임을 밝혔다

도서관 보도 연구2. 

언론은 사회대중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사실을 밝히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 있다 언론 매체들이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건과 사물을 분석하였을 때 그 시대의 사회

. 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은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보도 대상

, 은 아니지만 독자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많아 비교적 정보가치가

. 높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진 연구문제는

. 2000아니었다 년도 중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

. (2007) 5 , , 다 김용근 은 종의 신문 특집기사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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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신문에서 제기하는 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이

(2006) 2000용훈 은 년 이후 언론보도에 나타난 도서관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서관에

,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파악했고 기적의 도서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

. 였다 계량적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도서관의 기사를 많이 다룰 때는 방송에서 도서관 관련

.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룰 때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시민들이

. 도서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라고 결론지었다 이철

(2008)찬 은 대학신문에 보도된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이 담당했던 역할

. , 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대에 따라 도서관

90역할이 바뀌었고 년대 이후에는 도서관시스템의 자동화와 전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사

. (2012) 2010 97보도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찬식 은 년 보도된 은평구립도서관 관련 기사 건

을 분석하여 신문기사를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의 실태와 공공도서관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화에 따른 신문 홍보의 변화와 지역사회중심의 홍보 방

. (2014)향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승섭와 정종기 는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나

. 1971 40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년부터 년간의 로동신문에 나타

62난 도서관 관련 기사는 건이었으며 이를 주제별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사상학습에 매몰되어 도서관 문화의 왜곡현상이 있음을 밝혔다

연구방법. Ⅲ

이 연구는 신문보도에서 나타나는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를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과 관련한 신문기사에서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

, 워드 신문사별 시기별로 이용률이 높은 키워드들을 확인하고 이들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

. KrKwic 하였다 그 방법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체 키워드를 추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

, 고 각 신문기사별로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을 동시출현 행렬로 변환하여 언어 네트워크

, Ucinet 6를 구성하고 구성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의 특성 도출을 위하여 을

.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데이터수집의절차로는먼저 ‘도서관’의검색어를통해우리나라진보와보수를대표하

, , , . 는신문사들인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그리고중앙일보에서관련기사를수집하였다

(www.chosun.com) (joongang.joins.com)분석을위한기사는조선닷컴 과중앙조인스닷컴

. 의 기사검색을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기사를 수집하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http://www.kinds.or.kr)은 언론진흥재단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 를 이용해 수집

. 2000 1 1 2018 12 31 18하였다 검색 기간은 네 신문사 모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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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안의 기사를 수집하여 세기 들어 신문보도를 통해 형성된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 변화를

. 분석하고자 하였다

(lead) .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내용은 신문의 리드 부분이다 신문기

사의 리드란 기사의 첫 부분으로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함한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

( 2005). 2한 부분이다 박종화 신문의 리드는 대략 줄 이상 되지 않지만 신문기사 전체의 내용

. 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신문기사는 리드 외에도 제목과 본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제목

, 은 흥미를 끌만한 주제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분석할 내용이 부족하고 본문은 설명이 구체화

하는 부분으로 분석내용이 반복되고 부가적인 내용이 많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

. . 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사유형은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기사로 정하였다

, , 뉴스기사를 제외한 기사유형에는 기획기사 사설 칼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사

들은 쟁점을 여론화시키거나 의견을 피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

. 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사원도 소속신문사의 신문기자가 작성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술위

, , . 원 투고자 공무원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기타 기사유형에 해당하므로 수집하지 않았다

KrKwic ( , Leydesdorff 2004)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박한우 을 이용

, Ucinet 6 Netdraw 하여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하고 언어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는 와 프

. 18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시계열 분석은 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추출된 핵심어들에 대한

. 변화를 파악하고 신문사별로 추출된 핵심어들도 파악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조

2000 6 2000 ~2005 , 2006사 단위는 년도부터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년 단위로 누적한 년 년

~2011 , 2012 ~2017 , 25년 년 년 년으로 구분하였고 기간별로 출현빈도 회 이상의 키워드를 선

.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KrKwic 언어네트워크 분석절차로는 먼저 텍스트 파일로 반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색인

. , 어를 추출하였다 둘째 불용어 등을 제거한 후 단어의 출현빈도가 많은 단어를 연구자가 주

. , 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불용어는 주로 조사 접속사 등 기능어들이고 연관이 없는 단어들도

. , 제외되었다 셋째 단어가 메시지에서 출현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구축

. , Ucinet 6하였다 넷째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바탕으로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도

. Netdraw .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 Ⅳ

시계열 분석1. 

2000 2017 18년부터 년까지 총 년 사이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키워드

< 1> . 를 기사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는 그림 과 같다 네 개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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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8사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들 중 도서관 키워드를 포함한 년간 게

3065 . 재된 신문기사는 총 개였다 도서관 키워드를 가진 신문기사가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얼

, 2000 86 , 마나 게재되었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년에는 개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이

2009 284후로 점차 기사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년에 개의 도서관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가

2010 274 . 2017 126장 많았고 년도 개 등 이후로는 기사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년에는 개의

. 도서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2009 . 관심이 증가하였던 때는 년경으로 관련 신문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다고 분석된다 신문

950 743 , 사별 게재 기사수 분석에서는 조선일보가 개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개 중앙일보

692 , 680 . 개 그리고 한겨레 개의 기사가 분석되었다

그림 연도별 기사수< 1> 

도서관 관련 신문기사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대중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로

.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2003년 시작된 ‘기적의 도서관’과 같은 도서관 프로젝트 이후로 도서관의 발전 방향이 어린

. 이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의 설립에 집중되었다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아래와

. 같은 신문기사도 꾸준히 증가되었다

, 시민단체와 방송 그리고 시민들과 중소기업의 후원이 한데 모여 추진되어 온 기적의 도서관 건립

10 ( 2003 11 11 )운동이 일 순천 도서관 개관으로 그 첫 번째 열매를 맺었다 한겨레 년 월 일자

2005/2006 . 년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를 알리는 소식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던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내용들도 게

. 재되었다

' 72 (WLIC) 20 5세계 도서관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 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가 일부터 일간 서울

( 2006 8 15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다 경향 년 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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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9도서관관련 신문기사가 년 이후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던 년에는 다양한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지만 아래와 같이 새로운 도서관 개관이나 건설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게 많

. 이 증가하였다

5 1 5파주시가내년에읍·면·동별또는인구 만명당 개시립도서관건설을목표로 개공공도서관을

, 1 1 ' ' 17완공하고 인구 만명당 개를목표로 작은도서관 개를새로조성하는등도서관인프라확충에

( 2009 12 3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 년 월 일자

최근 들어 도서관의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문기사수의 감소에서 보이

. 듯이 사회적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의 신문기사들은 도서관에서 기획되

. 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많았으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사도 자주 등장하였다

수도권공공도서관들이여름방학을맞아유치원·초등학생을대상으로체험학습프로그램을마련했

. ( 2015 7 31 )다 소정의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 년 월 일자

2009종합해 보면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도서관과 관련 신문기사가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기사내용은 다양했지만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

.석된다

단어 빈도 분석2. 

20 <신문사별 도서관 관련 기사 중에서 ‘도서관’과 같이 위권 안에 공출현한 키워드들을 표

1> . 4에서 정리하였다 개의 신문사마다 약간씩 다른 공출현 단어 빈도수를 보였지만 ‘책’은

, , 3경향 한겨레 중앙의 개 신문사에서 도서관과 함께 최다 공출현한 단어였고 조선일보에서

. , 4도 두 번째로 많이 출현한 단어였다 또한 ‘운영’ ‘개관’도 개 신문사 모두 공출현 빈도 상위

. 권에 있었다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이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소식은 신문기사로 자주 등장

. , 하는 인기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문화’는 경향 한겨레에서 높은 순위의 도서관과

, . 함께 공출현 단어였고 ‘독서’는 경향과 조선에서 공출현 순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 , , 볼 때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신문사별로 서로 다른 출현빈도를 보인 단어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어느 한 신문사에만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다른 신문사에는 전혀 공출현하지 않는

. 단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문사별로 도서관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

.  가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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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빈도수 한겨레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중앙일보 빈도수

1 책 168 책 203 개관 104 책 92

2 문화 118 학교 91 책 100 소개 91

3 개관 98 문화 84 공공도서관 77 개관 67

4 운영 75 어린이도서관 75 어린이도서관 68 국립중앙도서관 47

5 이용 59 운영 60 학교 62 운영 46

6 어린이 58 주민 54 운영 59 지역 46

7 독서 56 정보 54 독서 55 이용 42

8 학교 55 개관 47 프로그램 52 작은도서관 40

9 주민 55 사회 47 작은도서관 47 대학 37

10 사업 51 이용 42 다양한 45 문화 34

11 공공도서관 50 어린이 41 시립도서관 45 프로그램 34

12 학생 49 공공도서관 41 행사 43 어린이 31

13 건립 45 교육 40 시민 43 건립 30

14 중앙도서관 39 사업 40 국립중앙도서관 41 서비스 27

15 작은도서관 39 시민 40 문화 35 개설 24

16 서비스 34 대학 39 주민 39 시설 24

17 어린이도서관 34 작은 39 자료 36 공공도서관 22

18 행사 33 공간 39 건립 32 독서 21

19 자료 32 독서 38 서비스 25 시립도서관 21

20 시립도서관 31 자료 37 계획 24 어린이도서관 20

표 신문사별 단어 빈도 분석< 1>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3. 

25단어 빈도분석 결과 출현빈도가 회 이상인 단어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한 주요 단어를

2000 2005 19 , 2006 2011 38 , 2012년부터 년까지는 개를 년부터 년까지는 개를 그리고 년부

2017 26 , . 2000터 년까지 개를 선정하고 핵심어 사이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년

2005 < 3> 19부터 년까지 신문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

266 . , , , , 키워드 노드들이 총 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책’ ‘이용’ ‘자료’ ‘정보’ ‘개관’의

. 2006 2011 38노드가 크고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 네트워크 분석은 개의

925 . , , , , , 키워드 노드들이 총 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운영’ ‘책’ ‘문화’ ‘개관’ ‘독서’

, . 2012 2017‘사업’ ‘정보’의 노드가 크고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년부터 년까지

26 469신문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개 키워드 노드들이 총 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었

. , , , , , , 다 ‘문화’ ‘책’ ‘운영’ ‘지역’ ‘개관’ ‘사업’ ‘주민’의 키워드가 중심적인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 ,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정도가 높고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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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드들은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다 최영출 박수정 이러한 키워드들이 허브노드 역할을

. <하며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아래의 그

2> . 림 와 같다

<2000 2005 >년부터 년까지 <2006 2011 >년부터 년까지 <2012 2017년부터 년까 >지

그림 네트워크 지도< 2> 

중심성 분석4. 

‘도서관’과 관련한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명사 키워드들 중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

, 을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

, , ( ) .심성 매개중심성 위세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centrality) 중심성 분석은 연결망 내에서 핵심적 노드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드가 가지

는 중심적인 역할의 크기를 통한 순위화를 통해 각 노드간의 상대적인 중심성을 비교하는 방

( 2012; 2011). < 2> 2000법이다 이수상 최창현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로 아래 표 와 같이

2005 , 2006 2011 , 2012 2017년부터 년까지 년부터 년까지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 도서관보도

.신문기사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각각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00 ~년

05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06 ~년

11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12 ~년

17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책 138 3.95 0.368 문화 374 17.6 0.410 책 272 9.46 0.457

자료 123 1.93 0.376 책 346 29.86 0.354 문화 196 7.97 0.382

정보 122 3.06 0.382 운영 256 20.9 0.298 지역 146 7.97 0.301

이용 118 3.13 0.347 개관 222 12.24 0.246 주민 125 3.53 0.266

개관 83 3.95 0.227 독서 192 13.35 0.253 개관 119 8.37 0.212

공공도서관 78 2.26 0.262 사업 159 7.92 0.195 운영 103 7.92 0.217

표 시기별 중심성 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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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가 연결하고 있는 링크들의 수를 의미하는 지역 중심성 척도로

, 써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보를 계량화 한 것이며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많

( 2012; , 2006). 2000을수록 연결중심성은 높아진다 이수상 이희연 김홍주 분석결과 년부터

2005 , , , , 년까지의 기사들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책’ ‘자료’ ‘정보’ ‘이용’ 이였고

2006 2011 , , , ,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들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문화’ ‘책’ ‘운영’ ‘개관’

2012 2017 , , ,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 ‘책’ ‘문화’ ‘지역’ ‘주민’등의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 2000하였다 연도별로 기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년 초반에는

, 2006 , 책과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면 년부터는 도서관의 운영과 개관 문화에 대한 내용

2012이 그리고 년 이후에는 지역의 주민들과 문화에 대한 기사가 조금 더 많았음을 알 수

. 있다

인터넷 74 1.41 0.242 정보 153 14.87 0.175 이용 98 1.89 0.227

디지털미디어 72 1.11 0.243 주민 150 6.33 0.199 중앙도서관 96 4.46 0.177

중앙

도서관
62 1.09 0.212 공공도서관 140 8.58 0.176 사업 95 5.11 0.185

서비스 60 2.36 0.199 중앙도서관 140 10.28 0.186 공공도서관 89 3.74 0.189

학생 58 0.99 0.184 교육 133 19.54 0.149 시민 84 4.67 0.181

시민 48 0.95 0.13 프로그램 129 9.86 0.175 정보 73 2.22 0.181

시설 43 3.42 0.141 지원 120 6.51 0.16 건립 71 4.77 0.125

전자도서관 41 1.27 0.132 이용 119 11.11 0.133 서비스 71 1.97 0.177

건립 39 1.17 0.093 시민 111 12.83 0.147 작은도서관 68 0.53 0.166

장애인 36 0.07 0.119 서비스 109 5.48 0.149 프로그램 63 3.25 0.137

시립도서관 36 1.37 0.103 행사 99 10.81 0.142 학생 55 2.62 0.121

기적의도서관 35 0.78 0.091 작은도서관 95 2.27 0.126 대표 47 1.83 0.091

어린이도서관 30 0.73 0.071 어린이도서관 92 5.27 0.127 사서 44 1.47 0.096

시립도서관 85 2.39 0.116 인문학 42 0.78 0.096

마을 82 5.91 0.099 마을 41 1.35 0.088

다문화 82 2.21 0.147 기증 41 1.67 0.103

관장 81 6.67 0.09 기념 37 1.09 0.072

조성 79 6.25 0.088 장애인 30 0.73 0.052

디지털 75 2.32 0.095 어린이도서관 29 0.31 0.082

영어 67 3.86 0.089 영화 27 0.23 0.076

강좌 67 3.72 0.103

계획 58 4.94 0.071

도시 57 3.61 0.085

세계 57 2.95 0.069

시작 55 3.68 0.076

무료 53 5.3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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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정보의

( 2012). , 흐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수상 즉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 2007). 2000최단 경로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노드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진다 김용학 년

2005 , , , . 부터 년까지의 기사들 중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책’ ‘개관’ ‘이용’ ‘시설’ 이였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용어들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용어들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 , ‘자료’ ‘인터넷’ ‘디지털미디어’와 같은 용어는 연결중심성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 2006 2011 , , , 낮았다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들 중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책’ ‘운영’ ‘문화’

‘교 , . , 육’ ‘독서’ ‘개관’ 이였다 연결중심성과비교해보았을때 ‘사업’ ‘주민’과 같은 용어는매개

. 2012 2017 , , , ,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 ‘책’ ‘개관’ ‘문화’ ‘지역’

, . ‘운영’ 등의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결중심성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 . 낮았던 단어는 ‘이용’ ‘주민’과 같은 용어들이였다 이렇듯 연결중심성과 비교하였을 때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어들은 다른 용어와 연결은 많이 되어 있으나 언어네트워크에서

.변두리에 위치하여 다른 용어의 매개역할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어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평가하는 위세중심성은 중요도가 높은 용어와의 연결이 중요하

( 2012; , , 2010). 2000 2005다 이수상 최진현 박서현 강진오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들 중 위

, , , 세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정보’ ‘책’ ‘자료’ ‘이용’ 등으로 연결중심성과 거의 동일한 결과

. 2006 2011 , , 를 보였다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들 중 위세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문화’ ‘책’ ‘운

, . 2012 2017 , , 영’ ‘개관’ 등으로 연결중심성과 동일하였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 ‘책’ ‘문화’

, . ‘지역’ ‘주민’등의 용어가 위세중심성 측정에서 연결중심성과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결론적으로 년도 단위별 분석에서 위세중심성과 연결중심성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 Ⅴ

이 연구는 도서관과 공출현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여 신문기사를 통해 보여지는 도서관에 대

. , , , 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시계열분석의 결과로 경향 한겨레 조선

2000 86중앙의 네 개 신문사에서 게재된 도서관 관련 기사수는 년에는 개의 기사가 게재되었

, 2009 284으며 이후로 점차 기사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년에 개의 도서관 관련 기사가 게재

. 4되어 가장 많았고 이후로는 기사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개 신문사에서 공출현 빈도수가

, , . , 상위권에 있던 키워드들은 ‘책’ ‘운영’ ‘개관’ 이였다 또한 ‘문화’는 경향 한겨레에서 높은

, . 순위의 공출현 단어였고 ‘독서’는 경향과 조선에서 공출현 순위가 높았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 을 통한 연구 결과 시기별로 중심성 분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 2000 2005 , , , 있었다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 중 ‘책’ ‘자료’ ‘정보’ ‘이용’ 등의 키워드는 연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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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11 , , , 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았고 년부터 년까지의 기사 중에서는 ‘문화’ ‘책’ ‘운영’

2012 2017 , , , ‘개관’과 같은 키워드가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 ‘책’ ‘문화’ ‘지역’ ‘주민’ 등의 키

. 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연도별

2000로 기사의 내용에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년 초반에는 정보와 이용에 대한 내용이 많았

, 2006 , 2012다면 년부터는 도서관의 운영과 개관 문화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년 이후에는 지

. 역의 주민들과 문화에 대한 기사가 조금 더 많았다 이러한 기사의 경향은 도서관에 대한 사

. 회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하였을 때 도

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책’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에서 보는 도서관의 이미

. 지는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의미점화 이론을 적용하여 볼 때 도서관 관련 기사에서

.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독자들에게 도서관과 연결되는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

므로 도서관 관련자들은 전통적인 정보축적의 공간에서 지식생산의 능동적이고 스마트한 공

. 간으로 변화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신문기사를 포함한 언론이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 볼 때 이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먼저 시계열 분석에서 볼 수

. 있듯이 도서관 관련 기사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도서관에 대한 보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도서관 홍보는 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도서관의 목적의 달성에

.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기사를 통해 도서관의 이슈들에 대해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분석하여

. , 보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신축이나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사는 시민들

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도서관 이미지 변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는 아니

. 다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보도되는 도서관 기사들이 도서관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보도가 되

.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현재 주요 역할은 정보기술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지식정보

. 자원을 적시에 공급하는 정보센터의 역할과 정보자원들의 아카이브 센터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도서관을 문화센터나 책·신문·잡지를 보는 여가생활의 장소로

. 보도하고 있는 듯하다 도서관의 본질에 대해 도서관 종사자들도 혼돈을 느껴 이를 모두 수용

. 한다면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잃어버린 새로운 형태의 장소로 변화할 지도 모르겠다 이

를 위해 도서관 사서나 관리담당자들이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홍보

. 인력의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언론의 보도가 도서관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

, . 고 언론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기존 도서관 관련 기사들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점화 이론과 언어네트워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18가 있겠다 또한 최근 년 동안의 도서관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

. 지를 조사해 보았다는 점도 본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언론보도 분석

을 활용한 도서관의 이미지연구 및 도서관 정책관련 연구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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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 도서관 홍보와 관련하여 언론을 어떻

.게 활용해야 할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된 신문수가 적었다는 점과 보도기사만 분석하여 기획기

, , . 사 사설 그리고 칼럼 등의 기사유형은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지방지를 포함

한 더 많은 신문사들의 기사와 다양한 기사유형을 조사하고 분석방법에서도 군집분석 등 더

.  욱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좀 더 의미있고 발전된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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