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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관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체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고자 하는 연구이다.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연구결과 대학
도서관 조직문화는 다른 문화유형과 비교해서 위계질서문화에서 지나치게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인간관계문화가 우세하였으며, 생산중심문화와 개방체계문화에서는 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양적 방법뿐 아니라 질적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규직원의 선발, 부서 배치 혹은 직무순환시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전략을 계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a profile of the university library’s overall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ccording to library’s characteristics(size, location,
control and unit). A questionnaire that is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is used to survey
staff in university library. In conclusion, the highest score is in the internal process quadrant(39.92), toward
consolidation and continuity, but emphasizing control aimed at stability. And the weakest in the overall
culture profile is the open systems quadrant(13.27) which may indicate that external support and resource
acquisition are not strong measures of effectiveness to the staff. 
Research on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al culture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onsidered. Furthermore, the strategy in library organizational culture for
library administrator to manage human resources efficiently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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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조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과학적

관리나 업무자체의 구조 및 과정에 초점을 둠

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70년대 과학적 관리나 다

양한 전략들이 그 한계성을 드러냄에 따라 경

영자들은 기업의 생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

한 개념이 조직문화였다(Ouchi 1980). 조직문

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중반이후부터 활발

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외부환경에의 적응과 내

부환경의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관리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

고 있다. 조직문화란 구성원들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가정(Schein

1985), 혹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조직의 차원과 행동에 기본전제가 되는

그조직 고유의 가치관, 신념, 규범, 관습, 행동

패턴 등의 거시적 총체로 인식되고 있는(신유

근 1985)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는 구성원들의 조직에의 동일시를 촉진시키

고 조직 내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의 기본적

지침이 되며 조직시스템의 안정성은 물론 조

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복잡한 조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서관은 어느 조직보다 복잡한 조직(Varner

1996, 15)의 하나로 도서관 관리자들은 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의 심장부로

비유되는 대학도서관조직은 대학의 연구, 교

육, 사회봉사기능을 지원하는 핵심부서로 도

서관조직의 관리와 개발은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즉

긍정적이고 강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고무시켜 직무만족이나 이용자만족 등

과 같은 구체적인 조직의 성과를 가져오며 사

서로 하여금 조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도서관의 최종 목표인 최고의 정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조직문화적 관

점은 그 효용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념

의 추상성과 측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구체적

관리전략으로서의 적용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

해 아직까지는 도서관분야에서의 관리전략으

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실증적인 연

구는 지금까지 3편의 박사학위논문만이 보고

되고 있다(Varner 1996; Ostrow 1998; Lee

2000).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특정 대학

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설문지

법, 관찰법, 면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들이었다. 이 외의 대부

분의 연구는 조직문화를 도서관 변화의 한 양

상으로 언급하거나(Malinconico 1984; Allen

1995; Moore 1995), 조직적 측면보다는 사서의

인성, 사서의 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대한 단

편적인 측면에 주관심을 두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실

제적인 관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체 대

학도서관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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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규직원의 선발, 부서 배치 혹은 직무순환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환

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변화의 필요시 관리자

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해당 도서관조직

문화에 적합한 변화전략을 계획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경영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많이

연구되는 개념이다. 본 장에서는 조직문화의

일반적인 개념과 구성요소, 조직문화의 유형

들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1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의 개념은 조직과 문화 개념 자체

가 가지는 모호성 때문에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문화는 전통적으로 사회를 분석단

위로 삼는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조직문화란 사회체계를 구

성하는 미시적인 조직체계에 거시적인 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321).

Tierney(1988)는 조직문화 연구의 접근방법

을 기능주의적 관점과 해석학적 관점으로 구

분하고 있다. 조직문화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입장은 조직문화를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과 관습, 규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

인 개념으로서 조직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직문화를 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조직이 이미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고 본다. 그러나 최근의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

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경영실

제에서 경영전략으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직론의 입장에서 조직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Deal과 Kennedy(1982, 4)는 조직문화

를“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치, 신화, 영웅 및 상징의 총

체”로 정의한다. Sathe(1985, 10-12)는 조직문

화를“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일련의 가정(assumptions)으로 보았으며 공

유된 가정이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재화된 믿음과 가치”를 말한다. 또한

Schein(1985, 9)은 조직문화를 한 조직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내부통합문제의 해결과

정에서 창조하거나, 발견하거나, 혹은 개발한

기본가정의 양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기본

가정은 그 유효성이 충분히 증명되어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지각,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말하였다.

Schwartz와 Davis(1981, 33)에 의하면 조직문

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기대의 패턴이며 이러한 신념과 기대는 개인

과 집단의 행위를 강하게 형성케 하는 규범을

생산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직문화의 정의가 다양함은

각 연구자들의 연구관점과 접근방법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과 정의를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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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구성원의 행동과 전체 조직체 행동에 기

본전제로 작용하는 조직체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규범과 관습 그리고 행동패턴 등의 총체

라고할 수 있다.

2. 2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전체 조직

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여러 하위요

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하위요소는 조직문

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석

의 대상이 된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조직문화의 구성요소들 중 대표

적인조직문화의 구성요소 모형으로는 7S모형

과 Schein의 의식적 구성요소모형이 있다.

Pascale과 Athos(1982, 78-84)는조직문화

의 구성요소로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

(strategy), 조직구조(structure), 제도(system), 구

성원(staff), 지도성유형(style of leadership), 기

술(skill) 등의 7S모형을제시하고있다. 7S모형

중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서 공유가치가 가장

중요한역할을한다고밝히고있으며, 조직문화

의 구성요소와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개념화하

여 조직문화 연구와 조직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Schein(1984, 4)은 조직문화의 구성요소로

가공물, 창조물, 가치, 기본전제 등을 제시하고,

이때 기본전제란 조직체와 환경간의 관계, 현

실과 사실, 시간과 공간, 인간관계 등으로 구

성된다고 하였다.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일반적인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

이 구성요소와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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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문화의 의식적 구성요소

가공물과 창조물
(Artifacts and Creations)

기술, 예술적 작품, 행동 패턴

가치관
(Value)

의식적 수준
(Awareness)

가시적 수준
(Visible)

잠재적, 선의식적 수준
(Invisible, Preconscious)

기본 전제
(Basic Assumptions)

환경과의 관계

현실, 시간, 공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 활동과 인간관계의 본질



가공물과 창조물은 기술과 제품, 기구와 도

구, 방침과 규율, 서류와 문서, 전통과 일화, 구

성원 및 집단의 의례와 행동패턴 등 표면적으

로 나타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상징

적, 그리고 행동적 인공창조물을 포함한다. 따

라서 이들 인공창조물은 조직체에 대한 전체

적인 인상과 표면적인 조직문화적 특성을 형

성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치는 조직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행동의 지침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인

공적 창조물을 지배하는 요소들이다. 창의성

에 대한 존중, 개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 중

요한 문제에 대한 합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가치의 좋은예들이다.

기본전제는 가치와 접히 연관된 개념으로

서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선의식적 가치(preconscious value)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전제는 조직구성원들이 너무

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것이 기본전제와 가치와의 다른 점

이다. 기본전제는 조직구성원의 지각과 사고

및 느낌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행

동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Deal과 Kennedy(1982, 13-15)는 조

직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의

환경, 기본가치, 중심인물, 의례와 의식, 문화의

망 등을 들고있다. Cameron(1985, 8-12)은 조

직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조직의 특성, 지도자

의 유형, 응집력, 분위기, 성공의 기준, 관리유

형 등을 들고 있다. 

2. 3 조직문화의 유형

어떤 조직문화유형이건 그 자체로는 좋은

유형, 혹은 나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

직문화란 개인의 인성과 같아서 각 조직마다

특징적인 유형을 가질 수가 있다. 조직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어떠

한 특징적 요소, 예를 들면 공유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유가치와 조직의 다른 부문과의

부합여부가 조직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조직문화는 기

업이 당면한 환경에서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

해서 무엇이 요구되는 가를 구체화시켜준다.

조직은 그들의 문화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함으

로써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 3. 1 Harrison의 조직문화유형

Harrison(1972, 25-43)은 조직의 문화특성이

그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

였다. 조직의 이해관계가 구성원 이해관계의

일치성 여부 및 조직의 외부환경에의 적응능

력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직의

특성이념을 권력지향형, 역할지향형, 과업지향

형, 인간지향형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권력지향형 조직은 환경을 지배하고 모든

반대자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외부의 법규나

힘에 굴복하려 하지 않으며 조직생활은 권력

과 정치에 의해 움직인다. 역할지향적 조직은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

구가 강하며 이러한 조직은 권리, 특권, 합법

성 등을 고려하여 움직여진다. 과업지향적 조

직은 상위목표의 달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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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직의 구조, 기능 및 활동 등이 상위목

표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평가된다. 인간

지향형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존재하며, 조직자체가 구성원들의 욕

구를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2. 3. 2 Quinn과 McGrath의 조직문화유형

Quinn과 McGrath(1985, 315-319)는 인간의

지각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단서, 자

료, 정보를 적어도 두 유형으로 구별한다고 보

았다. 이들은 환경에 대한 단서가 새로운 것이

냐 익숙한 것이냐에 대한 구별을 수직축으로

놓고, 지각된 단서가 즉각적 반응을 요하는 단

기적 패턴이냐 혹은 즉각적 반응을 요하지 않

는 장기적 패턴이냐에 대한 구별을 수평축으

로 하여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지각적

인차별화를 제시했다. 

Quinn과 McGrath의 본질적인 지각구분은

다음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정보처리 유형의 사람들은 목적지향적인 경향

이 있어 단기패턴과 확실성의 상황을 선호한

다. 이들은 선험적 이론에 의존하므로 목표와

구조의 명확화에 중점을 둔다. 의사결정시에

는단일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 또는 적응적 정보처리 유형의 사람들

은 이상지향적인 경향이 있어 단기패턴과 불

확실성의 상황을 선호한다. 정보처리에 있어

서 문제의 단서는 역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의사결정시에는 복합적 목표를 강조한다.

합의적 또는 집단적 정보처리 유형의 사람

들은 장기적 패턴과 불확실성의 상황을 선호

한다. 세상은 오직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며 인간

에 대한 배려와 인간관계의 조화를 강조한다.

의사결정은 복합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계층적 정보처리 유형의 사람들은 장기적

패턴과 확실성의 상황을 선호하며 예측성과

안전성을 추구한다. 계층적 관점에서는 안전,

질서, 일상화를 지향하며 표준화와 현상의 영

속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적 정보처리과정을 집단에 적용

하여 발전시킨 것이 총체적 신념체계인 문화

의 네 유형, 즉 인간관계문화, 개방체계문화,

위계질서문화, 생산중심문화이다.

2. 3. 3 Quinn의 조직문화유형

Quinn(1988, 142-147)에 의하면 조직은 몇

가지 상호모순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만족시켜

야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Quinn은

두 쌍의 상호모순된 가치(paradoxical values)를

특히 강조하는데 이들은 유연성-통제, 외부지

향성-내부통합성의 차원이다. 두 쌍의 가치들

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에서 보이듯

두 수평축과 수직축을 결합하여 4가지 조직문

화가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

와 지각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조직문화

를 인간관계문화(human relations model of

culture), 개방체계문화(open systems model

of culture), 위계질서문화(internal process

model of culture), 생산중심문화(rational

goal model of culture)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표 1>.

인간관계문화는 인간의 친화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여 애착심과 친화, 그리고 멤버쉽의 중

요성에 의하여 개인이 조직에 공헌하리라고

생각하는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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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체계문화는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는 문화이며 성장과 자극 그리

고 다양성 등과 같은 과업의 중요성과 이상적

요구 때문에 사람들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계질서문화는 인간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

에 기초하는 문화로 규칙이 공식적으로 부여

되고 규제가 강화될 때 사람들은 적당하게 행

동하거나 조직의 요구에 따른다고 생각하며,

감독과 통제가 중요시되고 구성원들이 안정과

질서를 원하는 특징을 지닌다.

생산중심문화는 인간의 성과달성에 대한 욕

구에 기초하여 개인의 목표가 분명하고 성과

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조직의 요구에 따

르는 것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계획과 목표

가 중시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강조된다.

Quinn은 조직이 우수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상호모순된 가치들

이 균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경직성이, 내부통합을 지나치게 강

조하면 냉담이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게 된

다. 또한 외부지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호전

성과 적대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3. 도서관 조직문화

최근 문헌정보학분야에서도 성공적인 도서

관조직관리를 위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문헌들이 다수 발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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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Quinn의 조직문화 유형

인간관계문화 개방체계문화

위계질서문화

출처: R. E. Quinn. 1988. Beyond Rational Management. San Francisco: Josey-Bass, 142-47.

생산중심문화

유연성

통제

외부지향내부통합



Varner(1996)에 의하면 현재까지 도서관문

화에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로 L. A. Martin의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ibraries』(1996)를

꼽고 있다. Martin은 그의 저서에서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조

직”으로서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서관 조직을 조직문화

의 개념과 가깝고, 조직구조 관점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조직을

“사람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계속적이

며 변화하는 일련의 관계, 이 때 구성원들이

바로 그 조직이며 그들은 일정기간동안 만들

고 또 만들고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

을“협력 행동, 목표추구에 있어 협동 업무 즉

단순한 불연속의 단계 또는 고정된 구조라기

보다는 살아있고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유기

체”으로서의 조직을 제안하고 있다. 

Martin의 조직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의사결정, 직무 그리고 위원회. 여

기서“위원회의 유형”은 조직 문화의 공유된

가정 또는 이데올로기와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조직문화를“’단순히 이성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초월한 조직의 상호관련적이며, 계속적

이며, 재생산적인 측면”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은 성과,

생산성, 효율성, 또는 유효성을 증가시키기 위

한 조직문화의 관리에서도 나타났다.

Malinconico(1984)에의하면도서관은구성원이

해석하고자관의현실에따라행동하는방법으

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도서관의 변화대응방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인식을반영하고있는문헌으로는도서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문화의 수정을

강조하는Shaughnessy(1988)의연구가있다.

한편 Forsman(1990)은 도서관 조직가치를

규명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조직가치관을 통합

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대해

Shaughnessy(1988, 9)는“도서관관리자들은

조직문화에 관심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고“조직의 공유된 가치,

기준, 신념, 전제가 고객봉사를 위해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 일관된 봉

사의 질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봉사의 명성을

개발할 수 없게 될것이다.”라고대답했다.

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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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성

조직풍토

성공기준

관리스타일

유형기준 인간관계문화

가족같은 운명공동체

참여, 안락, 충성심

팀워크 형성, 구성원
에 대한 배려

팀워크, 합의적

개방체계문화

곤란을 겁내지 않고
위험을 감수

동적이며 도전적

독특성(차별성), 신제
품 개발

혁신, 자유

위계질서문화

공식적이고 딱딱

영속적, 예측가능한
조직, 기대치가 확실

효율성, 빈틈없는 계
획과 원가절감

고용안전, 존속

생산중심문화

경쟁지향, 생산지향

경쟁에서의 승리

시장침투, 시장점유
율, 경쟁적 우위

경쟁능력, 생산성 및
업적감독

<표 1> Quinn의 기업문화 유형별 특성비교

출처: R. E. Quinn. 1988. Beyond Rational Management. San Francisco: Josey-Bass, 142-47.



력으로는1992년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8개의전략적계획수

립 실무위원회 중 하나로 결성된 도서관 조직

문화실무위원회를들수있다. 이조직문화실

무위원회에서는조직문화에대한정의를“적합

한 행위를 규정하며,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

고, 모호성이 있는 곳에 해결안을 제시하며, 도

서관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으로 내리고 있다(Barker 1995). 실무위원회의

연구결과『Recommendations for Shaping the

Library’s Organizational Culture: Report to

the University Librarian』라는보고서가생산되

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상적인 도서관 조

직문화로“대학과 협력자로서의 도서관, 적응

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학문, 그리고 서비스

문화”를제안하고있다. 

또한 최근 대학도서관 조직연구에서는 전산

소, 시청각실, 연구처 등과 조직통합되는 사례

가 보고되는데(오동근 1999) 이에 대해

Breaks(1991)는 도서관과 전산소 간의 문화충

돌을 언급하면서 이는 학술정보서비스의 관리

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하였으며, Allen(1995)

도 도서관, 학생, 전산소, 대학출판사 간의 연

합(collaboration)의 3가지 장애의 하나로 조직

문화의 충돌을 지적하였다. Allen에 의하면 도

서관과 전산소의 조직문화의 차이는 정보자원

의 소유권과 통제에서 나타나는데, 도서관은

그 기본개념이 무료서비스인 서비스 기관인데

반하여 전산소의 경우 정보는 철저하게 감독

되어야 할중요한 조직자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 조직문화는 조직관리의

측면에서그효용성과중요성에도불구하고개

념의 추상성과 측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구체

적 관리전략으로서의 적용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문헌정보학분야에서의 연구주

제 또는 현장의 관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실정이다. 그러나최근미국에서나온3편

의박사학위논문은도서관조직문화에대한실

증적인연구로서도서관조직문화연구에대한

새로운시도였다는점에서학계의관심을불러

일으키고있고있으며요약하면 <표 2>와같다

(Varner 1996; Ostrow 1998; Lee 2000). 

Varner는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연구에서 경

쟁가치틀(competing value framework)을 활용

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녀는 6

개의 조직문화차원(지배적 특성, 조직의 리더,

조직결속력, 조직분위기, 성공의 기준, 경영스

타일)을 토대로 도서관 전체 조직문화와 사회

적 하위문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조직전략-리

더쉽 그룹의 확대, 평가위원의 위촉-을 제안

하였다. 그녀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문화의 경쟁가치는 무엇인가 그리

고 유효성에 대한 상호모순된 가치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문화의 능력에 있어 직원, 교수, 행정당

국은 이러한 경쟁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나? 세

째, 대학도서관내의 조직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때 경쟁가치는 얼마나 유용한가?

Ostrow는 Meyerson and Martin(1987)에 의

해 개발된 3개의 틀-통합적 관점(integra-

tion), 차별화 관점(differentiation), 단편적 관점

(fragmentation)을 기초로 대학도서관 조직문

화를 조사하였다. 통합적 관점에서는 대학도

서관의 지배문화 즉 주요 주제에 접하게 연

결된 강력한 참고봉사-이용교육문화를 살펴

보았으며, 차별화 관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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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화가 지배문화에 상대적인 반대태도를 어

떻게 가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

로 단편적 관점은 문화의 모호성과 근심의 출

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그녀는 연구의 목적

이 도서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제기하는것이아니라문화가대학도서관환경

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연구는 관찰법, 심층

면담, 그리고 주요 도서관 문헌의 분석을 포함

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하나의도서관에대한사례연구이므로그결과

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지만 사서와

도서관 행정가들에게 도서관에서 변화를 고려

해야하는시점, 변화를시작하는방법또는변

화후의 효과 평가에 있어 도서관 조직문화를

세심하게살펴볼수있는틀을제공하고있다.

이소연은 가칭 새천년도서관(New Mille-

nnium Library) 조직문화를 조사하고자 하였

으며, 대학도서관문화를 5개의 문화차원(아이

덴티티와 이미지, 의사결정, 근무평가와 보상,

일과 경력, 업무관계)과 3개의 문화수준(도서

관 정보전문직 문화, 대학기관 문화, 개별도서

관 고유의 문화)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담, 현장관찰법, 질문지법 등 다

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4. 연구방법과 연구절차

4.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통해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연구 대상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특수목적 대학에 속하는 교육대학, 개

방대학, 방송통신대학, 한국체육대학 그리고

신학부만 개설된 신학대학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현재 이들 대학을 제외한

10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0

연구연도

연구대상

도서관수

연구방법

조직문화

구성요소

Varner 

1996 

1 

설문지, 면담

포커스그룹토론

조직의 특성

조직의 리더

조직결속력

조직분위기

성공의 기준

경영스타일

Ostrow 

1998 

1 

면담, 관찰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술

사서의 업무에 대한 가치

사서의 교수직 직위

도서관의 문화 기준

가치, 영웅, 의례와 의식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소연

2000 

1 

설문지, 면담, 관찰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의사결정

근무평가와 보상

일과 경력

업무관계

<표 2> 선행연구개관



136개교를 전집으로 하고 대학의 규모, 소재지,

설립주체에 따른 3단계 유층화 집락표집

(three stage with one cluster sampling)방법을

통해 35개 대학을 표집하였다.

표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도서관통계

(1999)를 표집의 틀로 하여 제1단계로 대학도

서관의 규모를 각 대학도서관의 직원 수를 기

준으로 대, 중, 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36개 대학을 직원 규모

에 따라 서열화하여 대 , 중, 소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학도서관 중 31.6%에 해당하

는 직원수가 10명 이하인 대학도서관이 소규

모 대학도서관에 속하게 되고, 중규모 대학도

서관은 전체 32.3%에 해당하는 직원수가 10명

초과 20명 이하인 도서관이 포함되었다. 그리

고 대규모 대학도서관은 직원 수가 20명을 초

과하는 도서관으로 전체대학도서관 중 36.0%

를 차지하였다. 각각의 규모에 따라 소재지와

대학의 설립주체를 고려하여 대학도서관을 표

집하였으며 각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2 연구변인의 선정과 연구문제

이 연구의 문제는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조직문화가 대

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대학

도서관의 특성변인은 규모, 소재지, 설립주체,

부서이다.

4. 2. 1 연구변인의 선정

조직의 관리와 경영학적 사고는 직관적 사

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 그후 체제적 사고, 전

략적 사고의 순으로 확장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직연구자들은 기업의 전략과

조직문화 연구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

했다(박내회, 김원석 1994, 22).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

인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관리모형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경영학과 조직론에서 이

론의 대부분을 원용하고 있는 도서관경영 분

야에서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없다.

이 연구는 조직문화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

서 Quinn의 조직문화 유형분류를 사용하여

조직의“외부지향성-내부통합성의 차원”과 조

직의“유연성-통제의 차원”이라는 두 쌍의 가

치로 조직문화를 측정하였다(Quinn 1985, 88-

89). 즉 유연하면서 내부통합적 문화(인간관계

문화), 유연하면서 외부지향적 문화(개방체계

문화), 통제적이면서 내부통합적 문화(위계질

서문화), 통제적이면서 외부지향적 문화(생산

중심문화)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문화의 구성

요소로는 조직의 지배적 특성들, 조직의 리더,

조직결속력, 조직분위기, 성공의 기준, 경영스

타일을 사용하였다.

4. 2.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

직문화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목적의 규명을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1.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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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차이를 파악

한다.

2.1 대학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조직문화에

는 차이가 있다.

2.2 대학도서관의 소재지에 따라 조직문화

에는 차이가 있다.

2.3 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라 조직문화에는

차이가 있다.

2.4 대학도서관의 부서에 따라 조직문화에

는 차이가 있다.

4. 2.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식을 통해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측정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였으

며 설문은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의 설문지는 크게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요소들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은 조직의 지배적 특성들, 조직의 리더,

조직결속력, 조직 분위기, 성공의 기준, 경영스

타일로 분류하여 유연하면서 내부지향적 문화

(인간관계문화), 유연하면서 외부지향적 문화

(개방체계문화), 통제적이면서 내부지향적 문

화(위계질서문화), 통제적이면서 외부지향적

문화(생산중심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4. 2.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지를 기초로 SPSS

10.0 for Window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방

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의 조직문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도서

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를 통해자료를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의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도서관의 조직

문화에 관해 직원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고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전국의 35개 4년제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175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00년 7월 20일부터

2000년 9월 2일에 걸쳐실시하였다. 회수된 설

문지 가운데 성실하지 않게 응답한 것과 설문

지 조사기간이 지난후에 도착한 것을 제외하

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총 118부로

써 회수율은 67.4%였다.

5. 1 연구대상의 특성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규모와 소재지 그

리고 설립주체를 고려하여 대학도서관을 표집

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규모는 직원 수를 기준

으로 대, 중, 소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대

규모 대학도서관 직원 가운데 62명의 직원이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직원수의 52.5%이

었다. 중규모 대학도서관 응답직원 수는 37명

(31.4%)이었고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19명

(16.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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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는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서울에

위치한 대학도서관에서는 34명의 직원이 응답

하였다. 이는전체응답자의 28.8%에해당한다.

연구대상 대학도서관의 설립주체별 분포는

국·공립대학의 도서관의 47명 직원이 응답하

였으며 이는전체 직원의 39.8%이었다, 사립대

학은 71명이 응답하여 응답자의 60.2%에 해당

한다<표 3>.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를 통해 검증

하였으며 <표 4>와 같다. 

5. 2 대학도서관 조직문화 분석

5. 2. 1 한국 대학도서관 조직문화 분석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조직문화를 6

개 하위요인의 총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쟁가치틀을 사용한 전체적인 문화는 위계질

서문화가 평균 39.92, 인간관계문화가 27.34로

우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개방체제문화는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3>과 같이 위계질서문화의 측면으로 기

울어진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

간관계문화와 위계질서문화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Varn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합리적 특성을 띤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 서인

덕(1986)과 윤종태(1991)의 기업조직문화와

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실적을 중요시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와 도서

관조직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조

직문화가 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조직의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대

학도서관조직이 위계질서문화적 특성을 보이

는 이유는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에다 서열위주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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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소재지

설립주체

특성

합계

대

중

소

서울

지방

국·공립

사립

직원 수(명)

62 

37 

19 

34 

84 

47 

71 

118 

비율(%) 

52.5 

31.4 

16.1 

28.8 

71.2 

39.8 

60.2 

100 

<표 3> 연구대상 대학도서관의 규모, 소재지, 설립주체별 분포(%)

조사내용

인간관계문화

개방체계문화

위계질서문화

생산중심문화

문항수

6 

6 

6 

6

신뢰도 계수

.8276 

.5456 

.6265 

.6583

<표 4> 대학도서관 조직문화 측정도구와 Cronbach α계수



적이고 관료적인 도서관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계질서문화와 인간관계문화에 비해 그 평

균값이 낮게 나타난 문화는 생산중심문화와

개방체제문화이다. 전체적인 문화에서 가장

약한 문화는 개방체제문화로 외적 자원과 자

원 수집이 직원에게 유효성의 강력한 척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문화 차원은 지배

적 특성, 조직 리더, 조직결속력, 조직 분위기,

성공의 기준, 경영 스타일이다. <표 5>는 조직

문화 차원에서 우세하거나 약한 조직문화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그 평균을 가지고 최고

값, 2번째값, 3번째값, 최저값으로 나타낸 것이

다. <표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조직

문화 차원에서 최고값은 공식적 형태를 통한

질서와 조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안정, 통

제, 조정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조직에

서 관찰되어지는 위계질서문화로 나타났다. 조

직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문화차원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은 역시 인간관계문화

로서 직원들은 현실을 동태적,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우의적, 공정성, 상호협조적,

개방적, 상호관계지향적, 합의에 의한 의사결

정, 개인의안정을중요시하였음을알수있다. 

지배적 특성차원에서는 동적이며 도전적인

조직풍토를 가지는 개방체제문화가 조사연구

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4.74)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위계질서문화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정책과 절차에서는 도서관내에서 아직

까지도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전략에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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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좀 더 부하직원에

게 많은 재량과 더불어 권한위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다. 

조직의 리더차원에서는 다른 차원과 달리

두 번째로 높은 값이 생산중심문화로서 도서

관장은 산출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생산지향,

경쟁지향으로 도서관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결속력 차원에서는 조사연구에서 가장

높은 값(49.40)을 가진 위계질서문화를 강조하

였다. 도서관을 결속시키는 것이 공식적인 절

차, 규칙, 정책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조직구성원들이 쇄신적이고 창의

적인 생각을 할 여지를 많이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절차 및 규칙의 변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분위기 차원은 신뢰도가 높고 가족의

연장선이지만 안정적이고 계층적인 환경을 나

타내는 위계질서문화를 강조하였다. 즉 일관

성 있는 업무처리에 대한 사서들의 반응을 나

타내고 있는데 업무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지

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반면 일상화

된 업무의 처리로 사서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일에 싫증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할것이다.

성공의 기준과 경영스타일 차원은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가장 작으며 각 평균값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게 분포되어 있다.

5. 2. 2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분석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규모, 소재지, 설립

주체 그리고 부서의 대학도서관 특성에 따라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특성에 따른 차이의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5. 2. 2. 1 대학도서관 규모에 의한차이분석

규모는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변수일뿐 아니라 조직연구에

서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다루어

진다. 규모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

서도 대학도서관 직원 수에 근거하여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누어 대학도서관 조직문

화의 차이를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위계질서문화에 대해서는 대

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도서관 모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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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지배적 특성

조직 리더

조직 결속력

조직 분위기

성고의 기준

경영 스타일

최고값

위계45.76 

위계37.96 

위계49.40 

위계39.11 

위계34.23 

위계33.05

2번째값

인간33.08 

생산30.16 

인간20.84 

인간28.64 

인간29.83 

인간30.93

3번째값

생산16.69 

인간20.76 

개방16.01 

생산16.69 

생산21.01 

생산17.96

최저값

개방04.74 

개방11.10 

생산13.72 

개방15.08 

개방14.91 

개방17.79

<표 5> 대학도서관 조직문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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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규모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그림 5> 중규모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개방체계문화에 대해서

는 모든 도서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

었다. 

인간관계문화에서는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생산중심문화에서는

대규모 대학도서관의 평균값이 가장높았다.

5. 2. 2. 2 대학도서관소재지에의한차이분석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의 대학교육행정과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

어왔으며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육여건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난 대학들도 일반적으로 서울

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학도서관도 또한 소

재지에 따라 조직문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소재지

를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대학도서관의

조직문화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7>, <그림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

울 소재 대학도서관이 지방소재 대학도서관보

다 높게 나타난 조직문화유형은 인간관계문화

와 위계질서문화였으며 반대로 지방소재대학

도서관에서 높게 나타난 조직문화유형은 개방

체제문화와 생산중심문화였다.

5. 2. 2. 3 대학의 설립주체에 의한차이분석

본 연구에서 설립주체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조직유효성에 있어 설립

주체별 차이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윤혜영(1997)의 연구에 기인한다. 대

학도서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설립주체별 차이

비교에서는 <그림 9>, <그림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사립대학도서관의 조직문화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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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규모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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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 소재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그림 8> 지방 소재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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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공립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그림 10> 사립대학도서관 조직문화도



간관계문화에서 국·공립대학도서관보다 그

평균값이 더 높으나, 생산중심문화에서는 사

립대학도서관보다 국·공립대학도서관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5. 2. 2. 4 대학도서관 부서에 의한 차이분석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하나의 조

직 내에 하나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

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하나의 조직 내에

도 여러 하위문화가 존재하며 이들 하위문화

는 동질적이기보다는 이질적이라는 관점이 대

두되고 있다(Hofstede 1998). 하나의 조직 내에

여러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직문화형

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하부조직의

문화적 특징이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과업

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는 동일

한 조직내 하부조직간 문화의 유사성 보다 다

른 조직일지라도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하

부조직간 문화의 유사성이 더 강하다는 실증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Hofstede 1998). 그리

하여 도서관 조직에서 기능별로 부서화할 경

우의 대표적인 두 부서-열람부서, 기술부서-

간의 하부조직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부서별 차이비

교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열람부서와

기술부서의 조직문화는 그 평균값에 있어 인

간관계문화, 개발체계문화, 위계질서문화, 생

산중심문화의 모든 조직문화유형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11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0

<그림 11> 대학도서관 열람부서 조직문화도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로는 그 동안 한번도 시도되

지 않았던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문화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도서관조직을 변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서관관리자에게 방향과 방법론적인 실

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

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연구결과 대학도서

관 조직문화는 다른 문화유형과 비교해서 위

계질서문화에서 지나치게 높은 평균값을 가지

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인간관계문화가 우세

하였으며, 생산중심문화와 개방체계문화에서

는 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위계질서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식조직과 절

차에 의한 안전하고 확실한 업무처리 그리고

조직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한 운영의 지속성

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위계질서문화가 우세한 것은 대학도서관이 대

체로 관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

라의 사회문화가치에 따라 인간관계문화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체계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대학도서

관을 고려할 때 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개발

의필요성을암시해준다고볼수있다.

Quinn(1988)에 의하면 조직이 우수한 성과

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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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학도서관 기술부서 조직문화도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는 안되며 물론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어느 한 문화가 특별히 우월한 문

화가 될 수가 있지만, 어느 한 가지를 강박적

으로 추구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하고 건전한 조직문

화란 4가지 상호모순된 가치들이 균형된 상태

로유지되는 것을말한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있어 지나

치게 높은 위계질서문화, 지나치게 낮은 개방

체계문화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환경에 알맞

는 새로운 조직문화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문화는 구성원 자신

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

개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 조직문화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

서관 내·외부의 현재 환경을 인식시켜 변화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조직문

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장, 과장, 주임 등 변화를 주도하는 담당자들

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의 증상을 구성원들

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대학과 도서관이 요

구하는 개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으

로써 구성원 행동상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

이다. 구성원들의 행동변화는 새로운 가치관

과 태도가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

서는 대학과 도서관이 시도하는 변화가 구성

원들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이 확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문화의 개

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급변하는 대학도서관의

환경 하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도서관

이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통폐합의 추진은 하드웨어적 측

면 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같은 도서관의 소프

트웨어적 측면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모든 측면이 함께 변화하여 주지 않으

면 진정한 변화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llen(1995)은 대학내 이질적인 부서들의 통합

이 조직문화적 충돌현상을 야기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대

학들이 도서관, 전산소, 시청각실 등의 다른

부서와의 통합을 단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

어 조직문화 충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조직문화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구성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위한 실제적 방안으로는 명확한 목표 설정, 공

식성과 비공식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잘 짜

여진 조직구조와 함께 조직의 자산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도서관장은 실제연구를 통해 조직문화

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

다. 도서관 조직의 기본가치를 확립시키는 데

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이에 중심적 역할을 하

는 인물이 필요하다. 기업체의 경우 이러한 중

심적역할이주로창업자나일부전문경영자들

에의해수행되며도서관조직의경우에는최고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장이 이러한 중

심인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인물은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적 요

소라고할수있다. 이들중심인물은조직을이

끌어나가는과정에서조직의이념과목표설정

그리고주요관리자의선발과권한배분을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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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직의기본가치와기본전제를형성해나간

다. 또한 조직체의 중심인물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에게 표준행동을 보

이고그들로하여금표준행동을모방하도록하

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

른 구성원으로부터도 가치중심적인 행동을 유

인 또는 강화시킴으로써 조직체의 기본가치와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조직문화

를 이끌고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

결한 일관되고 강력한 최고관리자의 리더쉽이

발휘되기위해서는능력과자질을갖춘도서관

장이임명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조직문화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본 연

구는 Quinn(1988: 142-43)이 개발한 설문지 조

사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무의식적 가

정 내지 상징적 의미체계를 본질로 하는 조직

문화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조직문

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참여관찰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보조적으로라도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그 조사방법 상의 한계라고 여겨진다. 그

리하여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풍부

한 문화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참여적 관찰을

통한 질적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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