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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프로그램평가에서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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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과 평가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을 소개함으로써 데이터수집과 분석방법론의 논의와 적용에 기여하
고, 공공부문 평가실무를 위한 SNA 사용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SNA는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극도로 계량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가진다. SNA
분야에 대한 비판들 중 하나는 너무 학문적이어서 단순하고 실무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론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념, 방향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램평가에 
SNA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평가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이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사이의 
괴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NA는 
속성(attribute)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전통적 방법론들과 비교하
여 관계(relationships)의 시각을 통하여 평가를 검토하는 방법에 기초한다. SNA
의 사용은 그 관계가 사람, 조직, 사건 또는 아이디어 사이인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계획과 관련된 네트워크 관계의 본질에 관
한 질문들에 의해 결정된다. SNA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정적 혹은 동
적인지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
들을 식별하고 탐구하기 위한 도구들을 평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주안점은 개념적 틀을 강조하고 전통적 방법으로부터 SNA를 차별화하는 것
이다. 본 연구가 평가자들에게 SNA의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
과 평가 실재에 이 방법론의 사용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향후 본 연
구가 SNA 수행에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에서 활용을 촉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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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현상을 설명하고(이재열, 1996), 연결 중심성, 마디 수 등의 분석지표를 가지고 관계적 

현상을 도식화하고, 관계적 현상을 통하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김용학, 2011).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은 사회

구조 확산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사회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구조 속에서 수용자

들의 행위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다(손동원, 2007). 사회구조는 

사회구성원들 활동의 공간적 흐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물리적 공간 형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이희연, 1999).

사회네트워크분석은 속성(attribute)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류되는 전통적 방법론

과 비교하여 관계(relationships)의 시각을 통하여 평가를 보는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SNA의 적용은 평가가 형성적(formative)인지 총괄적(summative)인지, 가치배제

(value free), 활용중심(utilization focused), 내부 혹은 외부, 교육개혁의 영역 내, 

온라인 협업(collaborations)에 관한, 또는 관리의 품질(quality of management)에 

관한 측정치인지와 같은 평가의 맥락 혹은 주제 영역 혹은 분야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SNA의 사용은 그 관계가 사람, 조직, 사건 또는 아이디어 사이인지와 상관없

이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계획과 관련된 네트워크 관계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

에 의해 결정된다. SNA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정적 혹은 동적인지에 상관없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들을 식별하고 탐구하

기 위한 도구들을 평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개념적 틀을 

강조하고 전통적 방법으로부터 SNA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수준의 실무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첫 번째는 

특정 평가 질문들에 대한 방법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NA와 그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평가자들이다. 이 수준의 실무가들에게 평가프로젝

트에 SNA를 포함하여 개념적 틀과 절차단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용적인 사용설명서가 되기보다는 전통적 방법론과는 구별되는 SNA를 위한 개념적 

틀을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평가 설계에서 S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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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평가자는 데이터에 적합한 질문을 작성하고, 평가연구와 측정치의 이론

적 틀에 기초한 평가 질문들에 SNA 측정치들을 일치시킬 수 있고, 그리고 SNA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패키지 중 하나를 사용하는데 혹은 다른 통계패키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숙달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실무 집단은 SNA에 적합한 

질문들의 선택에 관해 잘 이해하고 특정 측정치에 질문을 맞추는 데 관심을 가진 

평가자들이다. 실무가들은 방법론을 탐구할 때 SNA 질문들이 어떻게 평가에서 다른 

견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견해가 전통적인 평가 질문들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실무자 집단은 평가를 정의할 시스템 관점과 복잡성 그리고 

소통과 다른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이론적 틀과 SNA 이론적 틀 사이의 연계를 탐구하

는 사람들과 타협한다. 네 번째 집단은 방법론에 대한 광범위한 식견이 필요하지만, 

현재 어떤 특정한 적용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는 실무가들이다. SNA는 새로운 

방법론이 아니고 근원을 살펴보면 그것의 복잡성, 이론적 근원, 그리고 적용에 대한 

현재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임병진·임병학

(2012)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CJ그룹 네트워크의 4개 역할자들을 찾는 방

안과 기업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이학래·나주몽(2013)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

하여 풍력산업이 다른 연관 산업과 관계와 산업 간 파급효과의 전달경로를 파악하였

다. 이우권(1999)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행정학의 조직론과 정책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창길(2007)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수평적 네트

워크 구조와 특성을 진단하여 기관 상호 간의 정책협의 및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자은·최승담(2014)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여가 목적 방문객의 목적지가 

사회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여 사회계층별 그리고 계층 간 변화의 

패턴을 설명하였다. 최영출·박수정(2010)은 행정기관 기능분석에는 사용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지역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지역교육청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기능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법론과 적용에 관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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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평가의 실무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네트워크방법론과 사회네트워크 분석가의 도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평가지

표 연구에 대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 검토는 정부 기관의 현재 SNA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계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의 평가 실무에서 SNA의 사용을 위한 제안도 

포함한다. SNA는 상상 이상의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있어, 본 연구의 의도는 다양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네트

워크분석 방법론은 극도로 양적이고 기술적일 수 있다. 실무에서 SNA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대다수 작업이 너무 학구적이며 단순하거나 실재에의 적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네트워크분석 분야 내의 일부 문헌만이 방법론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개념과 방향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에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는데 관련된 문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평가와 같은 특정한 부문 내에서 방법론의 개발과 사용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SNA의 이론적 논의

1. SNA의 역사적 진화

사회네트워크분석(SNS) 모형을 사회과학연구 및 평가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여왔다. 세 가지 요인이 이러한 관심의 증가를 유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실재적이고 일상적인 응용들이 상호작용, 온라인통신 및 상호작용

적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사업들을 개념화하고 고안해 왔다. 둘째, 특히 기업과 

경영 분야에서 특별한 것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시스템과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

는 데 집중하여 온 발전이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스템의 경계는 뚜렷하지만 

각 하위 시스템의 기능은 상호 독립적인 것처럼 구성요소들 사이 적어도 하나의 관계

가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시스템은 복잡한 

전체를 형성하는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운영상으로 상호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이

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복잡성과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특성들인 공식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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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소통의 패턴, 업무집단 상호작용, 그리고 리더십 경로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체계적 요소들과 구조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SNA의 성장을 주도하는 세 

번째 요인은 데이터 분석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실천은 연구 도구로서 SNA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으

며, 이러한 방법론에의 관심은 주로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진보와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직 구성의 복잡한 내용과 상호작용적 본질 그리고 계획의 

실행 및 복합적인 명제들의 특징화와 이해를 위한 접근법은 평가연구, 토론, 문제 

해결 및 프로그램이론 발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들이다. 조직이 어떻게 

도전들을 수용하고 감당하며 조직 운영자, 관리자, 프로그램 감독자와 참여자들이 

느끼는 범위 내에서 사회 역동성의 견해에서 아직도 경쟁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요구의 증가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나 조직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창조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진화하는 개념, 발전모형 및 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평가 설계는 시스템 구조, 시스템 변화와 진화의 기존 복잡성 등을 

어떻게 분석, 해석 및 이해하는지를 밝혀야만 하고 SNA가 이런 작업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SNA모형의 적용은 조직과 사회에서 지식 선도자들을 파악하

고, 팀에서 협력과 협동의 정도를 측정하고, 테러리즘의 숨겨진 패턴을 설명하고, 

교통과 통신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관리의 경로와 추세를 추적하고, 순응과 복종의 

방법을 정확히 찾아내고, 정보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공중위생에

서 질병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왔다. 

연구와 평가의 도구로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이론(SNA theory)은 그 초점이 사회적 

맥락,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적 역동성(relational dynamics)과 상호작용(interaction), 

결과로 초래된 조직구성원들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통신 및 결정센터의 출

현, 조직 내부의 하위집단과 하위문화들, 그리고 결정들보다는 행위자들 사이 관계의 

행태(behavior of relationships)에 있다. 이 이론은 개별 행위자들이 만드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s)이 정치학, 재정학 및 경제학, 그리고 사회 및 결정과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 이론과는 독특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의 초점

은 이것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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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인간관계(human relations)와 행정행태(administrative behavior)에 더 

중점을 둔다. 전통 사회과학들은 그들의 초점이 비인간적 정보에 맞춰지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이러한 관계의 사회적 측면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다. 

SNA의 적용은 1930년대에 시작된 세 개의 주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었다. 그들 

분야는 그래프이론(graph theory) 방법을 사용한 소시오메트리분석(sociometry 

analysis), 사회네트워크분석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 기술적이 아닌 결과적으로 사회구

조들을 조작화한 파벌(clique)의 개념을 소개한 수학적 접근법, 그리고 세 번째 영향은 

마을 주민들의 사회관계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전통이 한데 모이게 하였다. 

Jacob Moreno(1934)는 개인의 집단관계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 궁극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고, 그는 그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

는 방법으로 ‘소시오그램(sociogram)'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소시오그램은 공

간 기하학의 전통에서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개인들은 점(points) 혹은 마디들

(nodes)로 그리고 관계는 개인의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대표된다. 이것은 조사 대상

인 사회구조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고,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 즉 자원 또는 통신 

흐름의 특정한 측면들을 조명한다.

1927년과 1932년 사이 유명한 호손연구(Hawthorne Studies)는 비공식적 사회구

조(social structures)와 집단행태(group behavior)를 추적하기 위해 소시오그램을 

사용하였다(Scott, 2000). 이것이 사회관계(social relations)를 묘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소시오그램을 사용한 최초의 연구였다. 1941년 W. Lloyd Warner와 Paul Lunt

는 거주민들 사이에 많은 친밀한 집단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잉글랜드의 

작은 도시공동체를 연구하였다. 이 작업에서 사회학과 네트워크이론에서 파벌이란 

용어가 탄생하였다. 그들은 중복되고 상호 관련된 파벌들이 사회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기술하였고, 이로부터 네트워크 언어가 만들어졌다. 언어를 넘어서면 

Radcliffe-Browne이 최초로 구조를 개념화한 사람 중의 하나이며, 사회구조를 탐구

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론적·방법론적 자연과학의 분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adcliffe-Browne, 1959:190). 

1950년 Dorwin Cartwright와 Frank Harary는 그래프이론을 창조하기 위해 소시

오그램을 수학 공식과 연계하였다. 초기 그래프이론에서 선들은 관계나 영향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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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값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관계의 방향이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끝에 화살표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네트워크이론과 

분석에서 비대칭과 균형의 개념을 창조하면서 각 개인의 관점에서 동시에 집단구조를 

분석하게 하였다(Kildupf and Tsai, 2003). 수학자와 그래프이론가들의 대다수 작업

은 복잡하고 난해한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복잡도와 알고리즘의 효율

적인 구현은 컴퓨팅에서 중요하며, 이는 적합한 데이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식

적으로 이 개념은 종종 조리법의 예제로 설명되는데, 비록 많은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하지만, 알고리즘은 흔히 논리나 비교와 같은 결정을 반복하거나 요구하는 단계들

을 가진다. 알고리즘은 더욱 복잡한 알고리즘을 창조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알고리즘의 개념은 두 숫자의 공약수를 구하거나 두 숫자를 곱하는 것과 같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녹화하는 수단으로 창안되었다. 이 개념은 1936년 Alan 

Turing의 Turing 기계와 Alonzo 교회의 람다(lambda) 미적분학을 통해 공식화되었

는데, 이것은 나중에 컴퓨터과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대다수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구현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알고리즘은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

램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이론에 있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알고리즘은 함수 

또는 절차로 구현된다. 

SNA 응용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산의 본질 때문에 어렵고 느려 일반

적으로 소규모 집단에 대하여 구현된다. 표준화 수준을 위한 절차와 매트릭스 알고리

즘에 따라 손으로 하나의 작은 소시오그램을 만드는 것은 쉽게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응용으로 컴퓨터 기반 분석기법

의 발전과 더불어 1970년대에 네트워크분석 발전에의 관심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관심과 발전이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속하여왔다. 

[표 1] SNA 방법론적 절차와 기법들의 진화

연도 연구자 SNA 방법론

1946-1949
Festinger(1949), 

Forsyth & Katz(1946), 
Luce & Perry(1949)

매트릭스기법을 이용한 소시오메트릭 데
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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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A의 일반 이론과 개념들

SNA가 조직발전, 조직의 구조 기능 및 조직목표 달성과 연관된 연구들에서 고유한 

접근방법인 반면, 연구의 범위에서는 다른 평가 및 연구모형과 유사하다. 첫째, SNA을 

사용하는 조사의 일차 대상은 조직의 전체 구조, 전체 집단구조 내에 형성된 하위집합,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군집(clusters)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points), 꼭지점(vertices), 마디(nodes) 혹은 개인들(individuals)을 포함

하거나 전체 네트워크 자체가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다. SNA를 사용하여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 즉 통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을 제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체 

시스템이 조직문화, 관리역학, 리더십 경로, 의사결정 계획, 소통 흐름 및 상호작용 

패턴의 발전을 위한 길을 포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봉사하는지 

등 조직의 전체 구조는 단위의 모든 그리고 개별 측면들을 망라하는 슈퍼구조

(super-structure)로 표현된다. 반면, 어떻게 하위집합 혹은 하위집단들이 전체 집단

구조 내에서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SNA의 역할은 만약 다른 구성원들의 

1948 Bavelas(1948) 집단구조의 수학적 모형의 이해

1950
Beum & 

Brundage(1950)
소시오메트릭스(sociometrics)

1950 
1954

Bales(1950), 
Borgatta & 

Lindzey(1954)

격리(isolates), 파벌(cliques), 밀도
(density), 
중심성(centrality)과 같은 기본적 구조
의 개념들

1965
1971
1983
1990

Harary & 
Norman(1965)

Lorrain & White(1971)
Huge & Harary(1983)
Everett et al.(1990)

수학, 그래프이론, 그래프이론의 응용 

1971
1978
1982
1994

Lorraine & 
White(1971)

Arabie et al.(1978)
Burt(1982)

Doreian et al(1994)

‘등가(equivalences)’(하위집합 내에 유
사한 역할을 묘사하는 행동가들의 분석)
와 ‘불록모델(block models)'(하위집합
들 사이의 관계를 식별하기 위하여 행동
가들을 분리된 하위집합들로 집단화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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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 지원 및 헌신을 유인하는 특출하지 않은 관리적, 전문적 및 소통 기술이라면 

일부 구성원들의 다른 모습과 평균 이상의 결과로 어떻게 비공식 집단이 진화하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의 공통점

에서 도출된 하위집단과 하위문화와는 별개의 것이다. 점, 꼭지점 및 개인들은 지배적

인 구성원과 전체 구조 및 하위집합 사이의 연결로 묘사되는데, 가장 강하거나 약한 

것은 관심의 초점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혼자 일할 때 그러나 물론 전체 구조의 

맥락 내에서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구성원들의 존재를 보여준다. 

SNA 모형은 제한된 수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 완성을 위하여 아마 장점이 있는 

연결과 관계가 있는 두 행동가들을 나타내는 한쌍(dyad) 그리고 그 하위집합 내 모든 

다른 행동가들과 연계를 가진 네트워크 내 행동가들의 하위집합을 나타내는 파벌

(clique)과 같은 완전한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파벌은 일반적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젝트의 성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모형에서 밀도(density)는 행위자

들을 연결 가능한 전체의 비율, 집중도(centralization)는 네트워크 내 주된 행동가들

의 부분, 도달가능성(reachability)은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연계의 수, 소속감

(connectedness)은 호혜적으로 서로 도달하는 행위자들의 능력으로 당사자들 사이 

관계를 선택하는 능력, 불균형(asymmetry)은 네트워크 내 전체 관계에 대한 호혜적이

고 상호적 관계의 비율, 그리고 균형(balance)은 네트연계의 정도는 직접적이고 보답 

받은 것을 나타낸다. 만약 조직 강도(organizational strength)의 달성에 대한 효과라

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결정하고 측정한다면, 관리자들은 소통관리, 의사결정 계획 

흐름, 그리고 관리 및 리더십 패턴을 포함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핵심 개념들이 사용된다.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행위자의 중심적 역할의 정도, 동종선호(homophily)는 유사한 역할에

서 유사한 행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고립된 사람(isolate)은 다른 행위자들과 

연계가 없는 행위자, 문지기(gatekeeper)는 네트워크를 외부 영향 요소들과 연결하는 

행위자, 그리고 차단점(cut point)은 제거가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않은 경로를 초래

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적절한 고려하에서 이것은 조직에서 누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관리자 혹은 프로그램 책임자를 도울 수 있기에, 성취의 정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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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과제를 위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관리자와 책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존재에 관하여 저명한 연구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사회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론적인 분야 혹은 특별히 사회연구에 응용하는 수학적 

개념들과 원칙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SNA가 새로운 평가연구모형이 되어 왔는지 아니면 적절

한 곳에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한지는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선구적인 SNA 학자들은 몇몇 범주를 식별하고 발전시켜 

왔다. 첫 번째 집단은 인간관계 또는 균형과 사회비교이론(balance and social 

comparison theory)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그래프네트워크이론(graph network 

theory)의 수학이론과 개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다. 이 집단이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왜 집단과 조직 내에서 집단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서 그들의 행태와 성과에 대한 효과의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두 번째 집단은 

연계의 장점과 기회를 살피는 ‘이종친화(heterophile)’, 그리고 네트워크 내 행동가들

의 전체 구조와 그들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구조틈새(structural holes)'와 '구조

역할이론(structural role theory)'을 포함한 네트워크분석 분야 자체에서 발전되어 

온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학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분야들에서 네트워크접근

법의 사용을 다루었다. 네트워크 아이디어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인구생

태학(population ecology), 제도론(institutionalism) 및 자원종속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을 포함하는 조직이론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Kilduff 

and Tsai, 2003). 네트워크 개념들은 일부 조직이론 내에서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성향을 제공해 왔다.

첨단 정보기술의 편익과 더불어 복잡한 통계학과 대수학을 포함한 수학, 매트릭스 

및 그래프이론모형으로 구축된 컴퓨터분석(computer-based analysis)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의 '구조 개념화(structural conceptualizations)'를 성립하기 위

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타내려는 욕구를 다루기 위하여 개발되어왔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정밀도와 강도는 네트워크분석의 세부 특징에 집중하

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통계적 문제와 같이 관찰에 의한 관찰, 점증적 정보의 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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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SNA는 선형(linear)이 아니다. 전통적 방법론과 

가이드 탐구(guide inquiry)와 구별되는 네트워크분석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

은 사항에 초점을 둔 분석들을 포함한다(Rogers and Kincaid, 1981). 

(1) 속성(attributes)의 범주가 아닌 조직 내 행위자의 관계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

와 행태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방식

(2) 구성원 관계의 누적이 아닌 네트워크 사이 관계의 패턴

(3) 별개의 집단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그 초점은 그 구조의 범위와 매개변수

(parameters)인 구조

(4) 네트워크분석을 위한 일부 컴퓨터 절차는 좀 더 전통적인 데이터분석 절차, 

즉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분석의 목적, 데이터의 개념

화, 그리고 분석결과의 취합

컴퓨터 지원 평가조사의 발전은 조직의 구조적 구성요소, 관계적 특성 및 운영 

패턴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한 진전을 이끌어 왔다. 복잡성과 

시스템의 조직과 프로그램이론의 진화하는 발전과 관련된 구조(structure), 관계

(relations), 운영(operations) 등과 같은 변수들은 때때로 조직과 프로그램 내 네트워

크 구조를 설명하는 대응이론들(corresponding theories)을 제시했다. 

Durland(1996)는 이 구성요소들이 조사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무엇을 의미

하고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흔히 이론에 선행하여왔다고 설명한

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에서 발견된 고립(isolates), 한쌍(dyads), 바퀴

(wheels), 고리(chains) 등의 패턴을 설명하는 구조적 구성요소의 분류(clarification), 

묘사(delineation) 및 설명(explanation), 각 구성요소 상호 간의 구조적 및 수학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다. 반면, 네트워크분석

을 통해 파악된 맥락적 관계는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즉, 권력 구조(power 

structure), 사회지원네트워크(social support networks), 통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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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networks), 우정관계네트워크(friendship networks), 확산네트워

크(diffusion networks), 친족네트워크(kinship networks), 기업네트워크(corporate 

networks), 공동체 엘리트(community elites), 그리고 교환네트워크(exchange 

networks)이다.

맥락(context)이 SNA 응용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SNA

이론에 부합하는 평가질문과 지표들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정확한 견해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리(treatment)가 이론

적 프레임워크의 진화과정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자가 적절한 방향을 정하고 

심지어 장기간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에는 필연적 결과로 

Cartwright and Harary(1979)에 의해 식별된 '경험적 구조(empirical structures)'가 

있으며, 덧붙여 인지요소(cognitive elements), 사람(persons), 사회적 역할과 직위

(social groups and positions), 집단과 조직(groups and organizations), 국가

(nations), 과제(tasks), 그리고 변수(variables)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리

가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의 정도나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론적 프레임

워크와 분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잠재적인 SNA 평가자가 구성원들의 관계 특징(의

사결정 흐름, 소통 패턴, 관리 경로)에 대한 명확한 궤적을 파악하고 조직의 내부 

특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SNA의 도구인 다각형(dyads), 수학적 

알고리즘, 조사의 라인, 네트워크, 하위집단, 개인 등은 하나 이상의 이론적 구조의 

맥락 내에서 개별 경험적 구조의 매개변수들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즉, 

네트워크분석의 도구와 조사 라인은 이론과 분석 수준에 의해 형성된 매트릭스의 

각 셀 내에 적용될 수 있다.

Ⅲ. 평가에서 SNA 방법론과 전통적 방법론

1. SNA 방법론의 의미

사회에서 복잡성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학문 즉 학술, 연구, 과학 등의 지속적인 

출현은 지역사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의 방향과 프로그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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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노력의 성공이나 실패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와 

접근법들 그리고 유사하게 평가모형과 이론, 프로그램이론, 학문, 서비스 영역, 분석기

법과 방법 및 고객 요구의 수많은 일련의 결합들은 많은 평가의 독특한 응용과 같이 

증가한다. 평가를 위한 설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들은 질문들을 구성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표준화된 지표를 식별하고, 평가자를 수월하

게 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일반화된 일련의 기준을 개발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위한 적절한 수학적 도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수준을 형성한다. 이러한 영역 중 하나가 방법론(methodology)이다.

평가자들이 확립된 평가 설계, 원칙 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일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혁신적이고 자체 설계된 그러나 신뢰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모형을 사용하는지

에 상관없이, 우리는 고려하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를 포함한 데이터에 관하여 수학적 처리를 적용하고, 분석하고, 해석하

고, 결론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평가자들은 만약 그 데이터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에 적절하고 중요하다면,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하는지

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설계와 접근법에 상관없이 목적은 동일하

다. 즉, 이해당사자들과 연구자들이 답하기를 원하고, 증명 혹은 오류를 증명하고, 

발견 혹은 성립하고, 혹은 단순하게 요구를 만족하는 것의 맥락 내에서 데이터의 

수집, 발표, 분석, 해석 및 결론은 필요조건들을 해결하고 창도(advocacy)를 유도한다.

평가 수행에서 설계와 접근법에 관한 결정은 조직 혹은 프로그램의 차별성, 특성 

및 역학 그리고 평가자가 적용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 전략 및 도구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반영한다. 평가는 활동 또는 사건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의 영향 혹은 

양과 특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의사결정자 스스로가 

평가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자에게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위임하

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설계, 접근법, 이론적 견해 및 운영지향에서 중요하

다. 이것은 처음부터 평가연구에서 실제 참가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재 평가의 

엄격함, 그리고 연구의 최종 단계를 내면화할 수 있다. 연구계획이 하나의 집단에 

의해 설계되고, 다른 집단에 의해 구현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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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연구의 이러한 부분은 기초를 확립하고, 속도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평가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중간에서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식별해야만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의사결정 계획은 성공을 

위한 완전하고 완벽한 공식이 아니지만, 이것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의 소지를 

방지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평가 작업의 초기 동안, 연구 대상인 

조직과 프로그램의 정교함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의 어떤 형태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들의 적용성이 다소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된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평가 원칙들은 연구자들이 소위 '속성분석(attribute 

analysis)'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Knoke and Kuklinski, 1982; Laumann et al., 

1989; Wellman, 1988). 속성분석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연구의 초점과 분석의 

단위가 개별적이고, 평가 대상인 변수 혹은 요소는 속성 혹은 행태이고, 그런 개인은 

사람, 조직, 사건 또는 다른 것일 수 있다(Rogers and Kincaid, 1981). 속성분석은 

평가자에 의하여 연구 관심에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분석의 중심으로서 개인

(individual as the center of analysis)'과 ‘평가의 요소 혹은 변수로서 속성 및 행태

(trait/behavior as the element or variable of evaluation)'에 관한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취급되고, 매개변수의 조건이며, 그리고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자가 속성 또는 행동에 대하여 수집하는 데이터는 요소, 변수 또는 속성으로 

불릴 수 있다. 평가자는 지표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대상의 가치 정도를 결정한다. 평가 설계에서 평가자가 정확성과 확신으

로 수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다음의 사항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Freeman, 1989).

(1) 프로그램 작업 및 활동과 관련된 결과인 정보의 유형 

(2) 프로그램 작업 및 활동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발생을 예상하기 어렵고 

기대된 결과의 목록에 수록되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이차결과(secondary 

outcomes)의 유형

(3) 결과를 초래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관련된 과정, 특징, 자원, 활동, 구조 

등의 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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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특징, 자원, 활동, 구조 등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결과

로 발생을 예상하기 어렵고 기대된 결과의 목록에 수록되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이차결과의 유형

(5) 어떤 예견된 결과와 산출물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작업 혹은 구성요소에 직·간접

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체 자극제가 되어 온 결과의 유형

설계 관점에서 프로그램평가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에서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가

치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결과의 발생 여부와 발생한 정도

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식별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과 수학적 

기반 및 컴퓨터 지원 의사결정모형의 구축은 평가자가 연구 정책과 의사결정자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결과까지의 전체 과정을 확립하는 작업을 

단순화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모형이 평가받는 프로그

램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단지 지침을 수립하고 가치에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가치의 판단이 어떻게 결정되

고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원칙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어떤 식으로든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 인과경로(causal path) 및 장소

(places)와 사건(incidents)을 찾는다. 이러한 지표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구현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전조를 제공한다. 이것은 발견의 타당성

(validity)에 대한 위협(threats)은 결과는 실제로 연구의 개입에 의한 결과임을 확신하

기 위하여 적절하게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정과 결과의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불식하고 인과관계를 확고하

게 성립된다.

2. 전통적 분석과 SNA방법론의 비교

SNA의 출현과 발전은 데이터와 분석의 언어가 전통적 방법론들의 언어와 왜 다른

지에 대한 학문적이고 수학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알고리즘과 통계의 사용에 있다. 계량적 관점에서 전통적 분석 방법과 SNA 방법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데이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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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특정한 통계분석을 사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만 가정들에 관한 추측이다. 통계

분석은 이것이 전통적 또는 SNA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 혹은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기법과 절차들이다. 통계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계산에서부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통계는 특히 SNA 응용에서 통계와 다른 알고리즘의 적용이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단계를 가지는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통적인 분석모형에서 통계의 선택은 명목(nominal)척도가 

아닌 등간(interval) 혹은 비율(ratio)척도 등 데이터의 특성에 기초한다. 수집된 데이

터는 대답이 필요한 식별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양적이든 

질적이든 일정한 규모(size)와 수준(level) 혹은 정도(degree) 등의 이미 결정된 속성

(attributes)을 가질 것이다. 전통적인 평가와 연구 설계에서 가능하고 돌발적인 개입

들의 고려 없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설명하고 혹은 추론하기 위하여 표집, 

데이터 수집, 지표 및 데이터 분석은 이미 성립된 통계원칙에 따른다. 빈도표는 요약하

고, t-검정은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열(columns)은 같은 유형의 행동가들이다. 각 셀(cell)의 측정은 두 행동가들 

사이 관계의 존재 또는 정도의 측정치이며, 기존 분석의 언어는 점수, 대상들이 변수들

에 대하여 어떻게 유사한지 다른지 혹은 변수들이 대상들에 따라 어떻게 유사 혹은 

상이한지 비교와 같은 용어들로 구성된다.

반면에, SNA 방법에서 이런 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른 기반을 가진다. 

첫째, 기초 데이터 요소가 선택된 네트워크와 분석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로서 봉사하

는 관계의 존재 또는 수준의 존재이다. 둘째, 분석을 위한 측정치와 도구들은 통계와 

유사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

를 바탕으로 생성됨으로써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단계와 지시를 가질 것이

며 같은 장소에 귀결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가들은 기존 분석과 유사한 방식

으로 행(row)과 열(column)의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데이터의 전체적

인(holistic) 분석이다. SNA의 언어는 밀도(density), 파벌(cliques), 블록(block) 모형

들과 같은 용어를 포함한다. 넷째, SNA에서 추론(inferences)은 요약, 정리 및 결정하

기보다는 계량적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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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SNA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측정치 이상이며, 즉 차이를 검정

하고 또는 발견하거나 혹은 공통점을 결정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관계적·조직적

(relational-organizational) 복잡성(complexities)의 올바른 구분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SNA는 관계와 그 관계의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의도와 구현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의 가치가 예상

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이해하는 데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자들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표 이면의 원칙, 그 프로그램을 뒷받침

하는 철학, 그리고 운영접근법이 기반이 된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을 원한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개인과 개인의 속성' 혹은 '속성분석 설계'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인

지에 대한 보다 나은 평가 작업의 공감과 성과,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한다. 평가자들은 논리모형과 같이 프로그램 구성요소, 과정 및 모니터링 

도구들을 서술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활동들로부터 중간 및 최종 결과까지를 정의하고 

설명하며, 또한 여기서 정보, 물을 질문의 유형, 그리고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를 

찾는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평가자들은 프로그램 장점과 가치의 지표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평가 업무에서 이러한 요소 또는 변수들을 분류하고, 열거하고, 묘사하고, 

또 설명하는 계량(quantitative) 및 질적(qualitative)인 모든 전통적 방법론들을 사용

한다. 전통적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사이에 독립성이 있다. 각자는 전체 시스템에서 그의 역할의 

고유성에 의해 정의되는 스스로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독립성은 주어진 

요소가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범위까지만 주어진다. 둘째, 여기에는 설명의 차별적 

혹은 관계적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항목의 태도, 특징 또는 행태가 

다른 어떤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반면에, SNA는 사회 및 조직 상황의 맥락 내에서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관계 데이터(relational data)를 특성화, 설명 및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지표와 

분석 도구를 구성한다. 관계 데이터는 두 구성요소 또는 행동가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주어진 상황, 이 관계의 강도,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그의 

가치 내에서 어떻게 진화되고 운영되는지를 나타낸다. 사회네트워크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개별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보다는 행동가들 사이 관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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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과 행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적 이론들과 다른 입장을 가진다. 

방법론에서 차이점은 다른 방법들이 차이 혹은 상관관계의 중요성 혹은 유의성의 

이해를 초래하는 반면에 SNA의 방법론은 복잡한 결과를 탐구한다. 즉, 행위자들의 

관계와 운영의 역동성에서 진보와 발전 그리고 발견의 중요성과 유의성은 하나의 

통계로 결정되기 어렵다. 이것은 통제 집단에 적용된 개입의 결과를 넘어선다. 이것은 

또한 행위자들의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결과와 자신, 집단과 

공동체를 향한 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향한 그들의 행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SNA는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으로 인한 결정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 다의 조합으로 인한 결정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그 결정 자체보다 결정을 유도하는 행동가의 상호 간 관계를 조사한다.

3. 프로그램평가에의 적용 

방법론의 선택의 일차적인 기능은 그것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질문에 적합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답을 구하는 문제에 적합해야만 하고, 그것의 발견은 

그것이 탐구하려고 목표하는 현상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SNA는 조직의 개요가 아니

며, 이것은 조직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적 구조를 시각화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의 논리적 모형도 아니고 개념적 프레임워크도 아니며 관계적(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도 아니다. 이것은 조직의 구조 내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

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서 평가자들에게 의사결정 계획 또는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SNA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측정치들로 데이터를 이분화하고, 차별화

하고 또 분석하는 소통 흐름, 의사결정 경로, 관리 패턴, 상호관계 도형 등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념적으로 SNA는 매트릭스 형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것은 측정치

의 선택과 관계의 수준과 같은 의사결정 지점들을 포함하고 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

고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반면에, '개념도(concept mapping)'는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와 개념들의 회화적

(pictorial) 견해인 개념지도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가치가 부여되는지를 구

성하기 위하여 구성원 참여로부터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모집하는 정리되고 구조화된 

단계의 과정이다. 이것은 특정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복잡한 지도를 개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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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gap)분석과 군집화(clustering)를 가지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이것은 

계산과 제품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가진 방법이다. 복잡성과 체계적 변화에 대한 

그들 자신의 증가한 인식 및 이해에 따라 조직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함

으로써 그리고 평가자들이 그 복잡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로부터 평가모

형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그 복잡성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개발해야만 할 모형의 정교함은 조직의 세련됨과 

동등한 수준이어야만 한다.

SNA는 조작적으로 정의되든 아니든 간에 공식적 및 비공식적 모두 조직 구조에 

기초한 조직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형가법(linear additive) 요소를 넘어서 조직의 구조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SNA에서 전체는 그의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전체의 맥락 내에서 

부분들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은 복잡성과 시스템 역동성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특징짓

고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정의할 때, 그들은 구조의 용어와 지표들 즉 '우리의 임무', 

'함께 일하기', '협업', '작업팀 구성' 등을 활용한다. 이 구체적인 구조적 유형론

(typology)은 구현 전략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평가자로서 우리는 흔히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구조가 결국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구조보다 특별하게 구조의 운영적·

기능적 구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들에 관여하는 조직의 능력을 나타낸다

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그런데 역량(capacity)은 조작화되기에는 자체로 선형적 

활동(linear activity)이 아니며, 이것은 성취되어야 하는 능력, 적성 및 기술의 품질을 

나타내는 수준이며, 동등하게 복잡한 목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직의 세련됨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성공 기반에는 명백하게 또는 은밀하게 

정의된 전략적 특징을 이행하고 또 명백하게 혹은 잠재적으로 결정된 구조적 전략들을 

실행하는 조직의 역량의 정도가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프로그램 구조와 과정을 완전

하게 이해하려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의 진화적 경로를 포함한 조직 역동성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chan and Teddlie(2005)는 교사의 특징이 어떻게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SNA를 사용하였고, 조직구성원들의 특징에 기초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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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단위는 학교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Birk(2005)는 조직

이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데 SNA의 사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응용은 

과학 공동체에서는 독특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행하는데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별한 활동, 사건 혹은 프로젝트를 가진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은 같은 

의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47개 개별 네트워크를 가진 하나의 복잡

한 평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SNA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차세대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된 역량(capacity)의 평가로 매우 특별한 평가 초점의 한 예이다. 이런 

맥락에서, 역량은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을 가리킨다. 이 

평가는 어떻게 발견이 이전에는 파악되었던 적이 없는 직관적인 정보를 쉽게 지지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SNA가 형성적(formative)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면서 

네트워크 패턴이 역량의 각기 다른 수준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찾아내었다. 이 

평가에서 도출된 한 가지 결과는 관리자가 과거를 회상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해 중요

하다고 인정되어왔던 사람들을 작업팀에서 만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Theocharis et al.(2017)은 SNA를 사용하여 중고등 학생 128명과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언어적 공격성과 리더십의 구조를 탐지하려고 시도하였고, 주요 구성요소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네트워크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업 네트

워크에서 언어적 공격의 복잡한 구조가 발생했으며, 여러 네트워크 구조의 탐색에서 

언어적 공격성과 리더십의 구조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언어 공격자들이 제안되었는데, 모의자(mocker), 경멸자(scorner), 절연자(insulter), 

티저(teaser), 조롱자(ridiculer) 등이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

가 밝혀졌는데, 이념주의 지도자(ideologist leader)와 현실주의 지도자(realist 

leader)이다. 두 가지 모든 지도자 유형이 누적 구조뿐 아니라 가끔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이러한 리더십 프로파일의 엄격한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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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에서 SNA분석의 관계 탐색과 이해

관계(relationships)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행위자들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넘어 

특정한 태도에서 작업에 관한 소통(communication)을 포함한 소통과 조직문화의 

형성, 하위 집단화, 중심인물과 고립자의 출현에 대한 효과를 포함한 지식 관계

(knowledge relationships)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데이터 형태에서 관계적 정체성

(relational identity)과 관계적 정보(relational information)는 사람, 조직 및 부서를 

나타내는 형상들을 연결하는 선들인 네트워크 구조를 창조한다. 관계적 평가

(relational evaluation)에서, 측정되는 요소는 네트워크의 두 구성원 사이 특정 관계

의 존재 혹은 정도인 빈도(frequency), 밀도(intensity), 집중(concentration) 혹은 

구별(differentiation)이다. 그 관계는 개별 구성원이 하위집단에 혹은 하위집단이 개

별 구성원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계의 방향은 각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원에게

로 일방 혹은 쌍방이 될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상호작용(interactional) 

평가의 양상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그램 구현과정에서 개발되는 

관계의 패턴과 흐름에 초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관계적 질문과 데이터의 수집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평가자들의 자연

스러운 과정에 따른다. 자연스러운 의미로 단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구성원

들의 행태가 변경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곳에서 행해지는 공식적 평가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평가 활동의 주어진 상황 내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 평가모형,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이해당자자 요구, 욕구와 관심,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요소로부터 등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속성중심(attribute-focused)에서 관계중심(relational-focused) 

질문으로의 이동은 다음 단계인데, 그 단계는 상대적으로 결정지향

(decision-oriented) 및 결과기반(outcome-based) 평가 작업에서 기능적 흐름

(functional-flow)과 운영패턴중심(operational-pattern focused) 평가에로의 이동

을 함의한다. 평가 응용에 적용하는 전형적 관계는 사례연구로 대표되는 것을 포함한

다. 즉,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가? 누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가가 누구인지 아는가? 소통 관계(communication relationships)는 일정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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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누구와 의사소통의 빈도, 업무에 관하여 대화하는 최고의 우선순위 등이다. 지식

정보네트워크(knowledge information network)는 개인이 특정 조직 내부 혹은 외부 

모두의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전에

는 조직적으로 식별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전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조직 수준에서 개인에 대하여 정의될 수 있으며, 의문점들은 상식적 지식에

서 매우 구체적 지식으로 이어졌다.

네트워크(network)는 측정될 관계 내에서 경계를 정의한다.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행위자들의 한정된 집합과 그들에 정의된 관계 또는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네트워크의 근간은 사람(people), 한쌍(dyads)을 형성하는 조직, 하위집단

을 형성하는 삼합(triads)과 다른 조합들, 큰 군집(clusters) 혹은 집단들, 그리고 궁극

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와 같은 행동가 혹은 구성원의 집합이다. 다른 경우에, 네트워크

의 모집단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혹은 네트워크는 모집단의 

표본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관계가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네트워크

가 측정될 관계 위에 존재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빈도를 측정하고, 

영향의 흐름을 결정하고, 그리고 소통의 중심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형태를 가진 

관계의 패턴을 보여준다. 조직 내의 기존 관계를 측정하는 이 형태는 다음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중심성(centrality)은 집단 내 개인의 지위(status), 권력(power) 혹은 인기

(popularity)를 묘사한다. 중심인물은 네트워크 내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며, 보다 구체

적으로 중심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된다. Freeman(1988)의 수신중심

성(in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 활동의 척도를 의미하며, 한 사람에게 직접 연결

된 다른 구성원들의 수와 같거나 혹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된 횟수와 같은 

것이다. 정규화된 정도 중심성(normalized 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 규모를 

통제하고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 수신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은 인기(popularity)의 측정치로서 다른 사람들이 개인을 선택한 횟수이다. 

중심(central)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누가 네트워

크를 통제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의 지표이며,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이 지표가 권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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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betweenness)은 정보 통제의 척도이다. 중간은 개인이 얼마만큼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다른 두 사람 사이의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척도이다. 또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개인이 

네트워크 내의 연결자인지 방해자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도의 척도이다. 매개중심성은 개인이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비록 그들이 그 타인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영향을 통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간 척도는 퍼센트로 표현된 가능한 최대한 중간으로 나눔으로써 정규

화될 수 있다. 

근접(closeness)은 다른 사람들의 통제로부터의 독립성의 척도이며, 개인이 네트워

크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친근한지의 척도이다. 이 척도는 가능한 최단 경로를 

따라 간섭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률성 또는 능력의 척도로 묘사되어왔

다.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생산적

이다. 친밀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최단 경로(path) 혹은 지름길(geodesic)

로 정의된다. 경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도달하는 

연결이다. 개인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거기에 도달하려는 다른 개인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척도는 네트워

크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파벌(clique)은 강력한 군집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군집 혹은 네트워크의 

하위집합으로 그 속에서 구성원들 모두를 서로 연결된다. 파벌분석은 구성원 3명의 

규모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구축된다. 파벌은 강력한 하위집단이며, 구성원들 모두

를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그들은 상호(mutual) 네트워크이며, 각 구성원은 다른 사람

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이들 각 각과 많은 다른 중심성 점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해당 척도의 중심성 정의에 기초한다. 평가자가 중심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평가에서 소통 혹은 연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기초한다. 소통통제

(communication control)는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신속한 접근(quick 

access) 그리고 소통 흐름(flow of communication)을 말한다.

그래프(graph)는 전통적 연구 및 평가분석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묘사하는 다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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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diagram)이 아니라, SNA 그래프는 둘 이상의 행위자들 사이 관계의 특성을 증명하

는 것이다. 반면, 매트릭스(matrix)는 대수적인 조작(algebraic manipulation)을 위한 

형식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은 전통적으로 그래프와 

매트릭스 조작의 생산물 모두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관계를 나타내거나 혹은 묘사하

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그래프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값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

며, 거기에는 그래프이론(graph theory)을 형성하는 일련의 이론적 전제들

(theoretical premises)이 있다. 매트릭스는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세트의 

기초이며, 소시오그램은 분석되는 네트워크와 척도의 특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측정

의 계량적 분석과 일치하는 네트워크 특성의 질적 분석을 위해 다른 데이터의 층

(layer)을 형성한다. 네트워크분석의 중요 구성요소는 관계를 묘사하는 그래프이다. 

행위자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고 이에 그래프는 위치, 

방향 및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값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그래프는 소시오그램을 이해하

기 위한 건물의 부록과 같다. 이것은 관계(links)로 연결된 일련의 물체들(objects)이

다. 매트릭스는 대수학과 다른 과정들로 분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래픽 정보를 

나타낸다. 소시오그램은 특정한 사회네트워크의 실례이며 데이터로부터 생성된다. 

우리가 소시오그램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래프의 연구에서 나온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석의 속성 또는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

으로 관계들을 공간에 배치하며, 그리고 특정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서 관계의 유형에 관한 그래프 그림 혹은 이미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 데이터 수집처럼 SNA 데이터는 면접(interview), 설문조사(survey), 인공물

(artifact), 문서(document), 기록(record)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면, 데이터는 분석의 준비가 된 것이다. 데이터 입력은 평가

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워드

프로세싱 문서 또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생성할 수 있는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를 수신한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대신에 척도, 분석 및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하위집단, 그리고 개인의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전통적인 총괄 네트워크 척도는 밀도(density)와 구성요소(components)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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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 척도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응집력(cohesiveness)의 전조를 제공한다. 밀도는 

전체 수준 척도(overall degree measure)와 매우 유사한데, 이것은 연결된 네트워크

가 어떻게 매우 넓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0에서 1까지 다양하

며, 이것은 양적인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집단 규모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데,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성(connectivity)의 수준의 조짐을 제공하는 보편적 척도이고, 이것의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유대감(connectedness)을 나타낸다.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에 중

대한 분열 혹은 분리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있고 사람들 모두를 

연결할 수 있다. 개별 고립인(isolate)은 소외된 개인 혹은 물체이다. 조직에서 기존 

관계 패턴의 함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데는 사회네트워크 그래프에서의 다음 사항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degree)는 직접적인 연결에 기초하고, 친밀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기초하고 도달(reach)의 척도이다. 친밀의 값이 클수

록 다른 사람들에 도달하는 경로가 길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덜 가깝고, 작은 

값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 사람을 나타낸다. 매개중심성

(betweenness-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을 측정하는데, 이 척도는 사람이 모

든 쌍의 행위자들 사이 가장 짧은 경로에서의 시간의 비율이다.

다른 소시오그램의 특성으로 차단점(cut points)은 마디(nodes)로 만약 제거되면 

네트워크가 붕괴하거나 혹은 개인들이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 다리

(bridges)는 선(lines)으로 만약 제거되면 네트워크가 붕괴하거나 혹은 개인들이 네트

워크로부터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 다리와 차단점은 때때로 중복되는 파벌 혹은 구성

요소에서 보일 수 있고,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혹은 연구되는 소통 혹은 관계를 촉진하

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취약한 연결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들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소통경로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를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다. 다리와 

차단점은 데이터 분석과 소시오그램 검사 모두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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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평가에서 SNA의 미래

SNA는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지만, 프로그램평가 실무에의 적용은 새로운 것이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평가실무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SNA가 평가 실무에 어떤 

가치를 부가하는가이다. 학계에서 SNA의 응용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것의 사용은 이제 시작이다. 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초점에서 SNA의 

실제 사용에로의 전환은 그 방법론의 학습과 이해의 도전들이 혁신적이고 잠재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평가에 SNA의 응용을 포함하는 

것은 처음에는 혁신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가 실무

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론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SNA는 단순에서 복잡으로 

다양하기에 평가 설계에서 SNA 구현의 기회는 매우 광범위하다. 

프로그램평가자들은 SNA가 그들의 평가 실재에 적합한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가? 평가 설계가 개발되는 것처럼 기존의 평가 질문과 목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들은 관계를 나타내는 질문 혹은 목적들을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평가는 

팀 구성원들 사이 협력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을 포함할 것이다. 

협력하는 개인들과 협력의 빈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속성의 데이터는 어떻게 

협력이 일어나는가의 맥락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SNA가 당신의 현재 평가 

실무 분야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면, 초기 데이터 수집도구와 분석을 개발하는 전문가

의 척도와 작업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의 가치는 데이터 수집 개발, 척도 

선택, 이론 구성 및 부합,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추가적인 

제안은 평가 설계 내에 고객의 환류 기회를 삽입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해석하는데 

환류의 필요성은 결정적이며, 네트워크의 구체적 특성의 중요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 SNA는 구체적 발견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구체적 네트워크 

정보의 중요성은 구체적 고객들과 그들이 네트워크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질문과 

통찰력과 비례한다. 처음 고객들에게 분석과 해석이 제시되었을 때, 데이터 형식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가 같이 생성될 때 거기에

는 분명한 인식의 순간이 있다. 이 명확함과 논의는 흔히 최초의 발견을 분명히 하고 

확장하는 분석의 반복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파벌의 멤버십 분석은 어떻게 두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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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SNA 데이터와 소시오그램의 해석은 선형과정(linear process)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 집단 및 완전한 네트워크를 탐구하는 능력을 지니고 복잡하고 체계적인 

것을 탐구하는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SNA는 관계에 관한 것이며, 관계는 조직의 

핵심이다. 소시오그램과 네트워크분석 데이터는 소통 역량의 맥락 속에서 다른 데이터

를 분명히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향상할 수 있기에 중요한 조직의 도구이다. 소시오

그램은 연구되는 소통 혹은 관계의 일반적 패턴의 그림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이 

일반적 패턴은 주요 질문과 다른 관련된 데이터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다른 어떤 것보다 결정적이지 않다. 사회네트워크 데이터, 

소시오그램 지도 및 다른 데이터가 모두 네트워크의 전체 이야기하는 데 적합하다. 

SNA는 프로그램평가에서 잠재적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 분야는 네트워

크에 걸친 리더십의 가능성과 범위, 네트워크 내 전반적 소통의 수준, 네트워크 내 

기회와 한계의 식별, 네트워크 원력과 영향, 팀과 네트워크 성과, 인사평가, 조직변화

에 적응하는 능력, 혁신의 잠재력과 확산, 실재 공동체의 사정, 그리고 프로그램 통합

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프로그램평가자들에게 SNA의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 실무에 이 방법론의 적용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가 SNA 실행에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에서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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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bility of Social Network Analysis f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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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introducing social network analysis(SNA) and it's applicability in 
evaluation practic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and 
discussion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ology and provide 
directions for the use of SNA for program evaluation in public sector. 
SNA have a long and complex history and have extremely quantitative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ne of the criticisms of the field of SNA is 
that the bulk of the work is academic and does not bring forth simple or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both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directions and processes for clear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re are currently no 
known studies that specially apply SNA to program evalu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is methodology in specific areas, such 
as program assessment. SNA is based on a way of viewing evaluation 
through the lens of relationships, compared to traditional methodologies 
that can be catagorized as attribute focused. The use of SNA is 
determined by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of networks 
relative to a specifis project, program, or initiative, whether the 
relationship is between people, organizations, events, or ideas. SNAs can 
provide evaluators with tools for identifying and exploring the structures 
that form or are formed by networks, whether they are formal or 
informal, static or changing.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on 
highligh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differentiating SNA from 
traditional methods. SNA has the potential for potential applications in the 
evaluatio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evaluator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SNA and will catalyze the use of this methodology 
in the practice of continuous interest and evalu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more in-depth information on the performance of 
SNA and facilitate their use in the evaluation. 

Keywords: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Network, Network, Program 
Evaluation, Evaluation

투고일: 2019.09.23         심사일: 2019.10.23         게재확정일: 2019.11.11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