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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을

통한 대학도서관 인적자원관리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조직차원의 인적자. 

원관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관계의 분석뿐 아니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위임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등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수준 혹은 개인수준의, , , . 

성과측정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수준의 인적자원관리가 개인수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대학도서관 조직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it aims not only for analyzing

direct effects of organiz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organizational achievement,

but also for ones of high commitment system with empowerment,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ulture, turnover intention and so on. Also, instead of measuring the achievement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 respectively, this study shows the integrated model of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individual achievement.

Keywords: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University

Library,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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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가장 , ,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이나 자원 등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불투명한 경영환. 

경 속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적자원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업들은 인적, 

자원관리를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조직구성원이 효과적으로 과업목표를 달성함과 동

시에 전체 조직체의 목적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Burn 1991, 9) 

가 조직의 전략이나 목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업은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영리기관인 기업들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쇄신 노력에 비해 비영리기관에 속하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둔감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국가차. . 

원에서는 대학 퇴출 및 재정 지원 중단 등 고강도의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의 환경도 학생 미충원율 증가 및 취업률 저하 국내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 대학의 특성화 , , 

진척 미흡 사회적 요구와 인력양성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 . 

학이 처해있는 급진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대학도서. 

관은 정보의 대량 유입 심화되고 다양한 된 정보요구 예산 지원의 제한 교육 및 연구 기능, , , 

의 강화 요구 개방화 및 국제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모기관인 대학의 어려운 , , 

현실과 대학 당국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 감축으로 효과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도서관은 인적자원의 . 

관리에 소극적이며 인사관리 역시 관료적이고 경직적 성향으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 

해서는 기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대학도서관 내 다양한 인적자

원관리 요소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하나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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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서 개인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 

미치는지를 밝히고 그동안 간과하였던 대학도서관의 전략과 조직성과 간에 존재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도서관 직원의 개인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무만족 및 . , 

조직몰입과 인적자원관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관계를 규

명하여 대학도서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2.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체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경영기능으로 인간조직체 만큼의 긴 역사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년대 초에야 인적자원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 1900

작하였다 인적자원관리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력의 구매관리 노사관계 . , , 

관리 인사관리 인적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발전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 , , . 

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유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학자. 

들에 따라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 

년에 들어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구의 유형이며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몰입 등에 2000 , 

연구의 목적을 둠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남정민 .( 2012, 2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 

창기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기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 

은 시스템 유형에 따른 조직성과와 중간관리자들의 정서적 및 지속Gong et al.(2009) HRM 

적 몰입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중국의 기업 개와 중간관리자 명을 대상으로 , 463 2,148

시스템 유형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정서적 및 지속적 몰입의 매개효HRM 

과를 규명하였다 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 Farndale et al.(2011)

조절효과인 상사신뢰와 매개효과인 공정성을 조사하였는데 영국의 개 기업 명을 대상59 519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개인수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년대 이후에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구성원의 태도 사이의 관계. 2000

에 집중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년도 중반 이후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으로 분리하여 영, 2000

향관계를 살펴보는 다수준 분석이 시작되었다 은 고성과 작업시스템. Takeuchi et al.(2009)

이 조직분위기를 매개하여 직무만족 및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일본의 

기업 개를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와 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56 . 

이들은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을 

병합한 다층연구를 시도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장은미 는 고몰입 관리방식이 조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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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의 개국 개 . , , 3 23

회사 명을 대상으로 고몰입 관리방식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조직몰입은 소속 근로자를 735 , 

통해 측정하였는데 고몰입 관행 중 교육훈련이 모든 국가에서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정민 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 (2012)

영향에 대한 다수준 분석 연구에서 이론적인 논의 및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과 구성원의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조직수준의 조직신뢰와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이처럼 경영학 분야에서는 인적자원관리에 .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 등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관련 ,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 

인적자원관리가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단차원적인 연구가 대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김종찬 은 도서관 관종별로 도서관 사서들의 직무환경요인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2012)

관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사서의 직무만족도와 직. 400

업 만족 고용만족 승진제도 만족 업무분장만족 보수제도 만족 복무제도 만족 시설환경 , , , , , , 

만족 교육훈련 만족 후생복지 만족 인간관계 만족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유길호 한계문, , , . , ․

은 부산지역 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및 (2001) 17 , , 

작업 경험 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외에서의 사서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1970

데 은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서를 대상으로 직업McGinn(2009)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의 주된 요인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 업무만족, , , 

멘토링 신앙심이었다 불만요인으로는 관리자의 조직관리 및 기술부족의 인식 승진차별 업, . , , 

무 할당 차별적 태도가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의 경우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 

나타났다 는 남아프리카의 대학도서관 사서 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직업만. Hart(2009) 31

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만족 요소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이었으며 충분하지 

않은 자료와 적은 보수 때문에 이상이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50% . 

관한 연구로 페리쉬는 조직리더의 행동이 정보서비스 사서들이 일의 자율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명의 참고정보서비스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265 . 

는 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 사서들의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리더의 배려와 구조주도적, 

인 리더의 행동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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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대학도서관과 인적자원관리1. 

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모체가 되는 대학의 조직은 일반 영리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대학을 , 

구성하는 대학 직원들 역시 다른 특성 및 업무와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학조직은 관료제적 . ,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조직과 다르게 교수라는 전문가집단이 조직의 상하층을 이루고 있

어 여타의 관료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대학도서관 사서를 포함한 직원 역시 행정적 지원 . 

및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이와 함께 대학조직. 

의 또 다른 특성은 목표설정이 어렵고 불분명하며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통제가 어렵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도 지니고 있, , 

다 이승환 이러한 대학조직의 특성 속에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수학습 및 학.( 2009, 45) 

술연구 자료를 총괄하는 구심체인 동시에 지식정보 공유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 .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은 투자의 대상으로 간주되

었으나 최근 대학의 불확실성의 상승으로 인해 대학경쟁력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은 계량적 , 

효과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서만덕 최근 우리나라.( 2016) 

의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증제를 통해 대학의 질적성장, , 

대학 재단 전입금 확대 반값 등록금 취업률 상승 등을 통제하였고 대학정원 감축을 목적으, , , 

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각 대학은 도서관 예산 및 인력을 축소시키는 정책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도서관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현영 이혜영 , .( , 2016)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에서 도서관이 가지는 가치를 스스로 입

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 , 

서는 또 다른 측면인 대학도서관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경영기능이고 조직은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적자원관리는 인간조직체 만큼의 긴 역사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 

인적자원관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인간조직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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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적자원관리를 학교에서 처음으로 강의한 것은 년 . 1915

미국의 디트마우스 대학에서였고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교재가 처음으로 ,(Sherman 1995, 7) 

출판된 것은 테드와 멧트켈프가 년에 발간한 인사관리1920 (Personnel Administration)� �가 

그 효시이다 이학종 양혁승 .( , 2011, 21)

인적자원의 관리는 현대적 기업이 출현했을 당시 스태핑 으로 구매업무에 속했으(Staffing)

며 최소 비용으로 채용과 해고에 초점을 맞추었던 인력의 구매와 관리였다 이는 사람이 다른 . 

상품들과 마찬가지고 유리한 가격에 매매되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취급되었다 이로 인해 인. 

력의 생산성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는 경영진들에게 거의 무관심하였고 생산성의 , 

문제 또한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와 협상에 초점을 맞춘 노사. 

관계관리가 일어나게 되고 년대에서 년대까지 직원의 복리 후생 및 보상 직원관1950 1970 , 

리 등의 통제를 강조한 인사관리로 업무가 확장된 후 인적자원관리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인. 

적자원관리는 기존의 인사관리와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직원의 만족과 헌신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조직과 직원의 성과를 관

리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가 등장(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하게 되었다 최근의 환경을 보면 무한경쟁 및 글로벌 경쟁 등 불투.(Christensen 2009, 36) 

명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집중은 기업들이 인적자원관리를 전략의 일

부분으로 보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변화시켰다 이후 연구들은 전략적 인.(Pfeffer 1998) 

적자원관리의 하나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2.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기반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년 . 1965

가 전통적인 인사관리를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전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출Miles

발한다 이승환 이후 년대 말부터 년대 초까지 등 몇몇 이론.( 2009, 24) 1970 1980 Devanna 

적 선구자들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하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년대 초까, 1990

지 많은 학자들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 

한 노력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치를 보았으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되었다 남정민 .( 2012, 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유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 

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중 년 이후 연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고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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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고몰입 인적자원관.(Paauwe and Boselie, 2005) 

리 시스템은 학자에 따라 고성과 작업시스템 인적자본 향상 시스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 

다 기존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는 주요한 결과변수를 조직성과로 설정하였다면 고몰. , 

입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조직을 벗어나 개인성과인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몰입으로 설정하

여 차별화 하였다.(Farndale et al. 201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의로 은 Godard(2001)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사관행 및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은 , Truss et al.(2001) “업무에 대

한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는 전략적 인적자원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고몰입 인. 

적자원관리와 생산성 동기부여 만족도 간의 연구에서는 각 영향요인들 간 관계를 형성의 기, , 

본 논리는 조직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추구하고 각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며 구성, , 

원의 참여를 독려하면 구성원은 개인역량 향상과 동시에 조직에 몰입하고 만족한다는 것이

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몰입 인사제도가 근로자의 만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사. 

회교환이론 인지모형이론 자원기반이(Gelade and Ivery, 2003), (Farndale et al. 2011), 

론 사회적기인이론 행동주의이론(Gong et al. 2009), (Nishii et al. 2008), (Macduffie, 

커뮤니케이션이론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1995), (Wright and Nishii, 2007)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여전히 합의된 구성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 제안한 . Pfeffer(1998)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선별적 채용 다양한 교육훈련 지위격차 해소 고용안정, , , , 

근로자참여 높은 보상과 성과 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고몰입 인적자원, , 

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성과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조직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

며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사이에는 , . 

기존의 직접적이고 정형적인 측면 이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 

여전히 부족하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연구는 고몰입 .(Takeuchi et al. 2007) 

인적자원관리와 구성원의 태도간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조직의 . 

성과를 개인수준의 성과와 연결시킴으로 개인의 성과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인적역량 이직, , , 

의도 및 결근율 조직신뢰 조직공정성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 ,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개인성과인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영향요인으로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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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직의도 등을 설정하였다, . 

가 개인성과. 

직무만족 1) 

직무만족에 대해 는 Locke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

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직무만족은 조직행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었고 이로인해 가장 많이 , 

연구되는 연구분야가 되었다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년까지 천여.(Luthans, 1981). 1992 8

건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shagbemi, 

이처럼 직무만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로는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1999) 

다는 경영자들의 인정과 개인이 직무에 만족할 때 외부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이며 직무만족, 

도가 높을수록 이직률 및 결근률이 낮아지고 이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신유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범위는 인적자원관리 시.( , 1982) 

스템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으며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한 조직, 

적인 지원은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Shore and 

직무만족에 관한 다양한 영향요인은 기존의 제조업분야에서 서비스산업을 Griffeth, 2003) 

넘어 비영리기관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비영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정의한 직무만족의 개념은 직무에 대한 태도로 한 개인이 직무를 평가 , 

혹은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게되는 긍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 2) 

조직몰입에 대해 은 Porter et al.(1974) “개인의 특정조직에 대한 동일시 및 몰입의 강도”

라고 정의 하였으며 은 , Meyer and Allen(1991)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정도로써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자하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성과로 대변되는 태도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으나 조직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무에 대해 피동적 소극적인 태도, , 

를 나타내는 직무만족의 개념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

에 직무만족에서 조직몰입으로 변화되었다 남정민 더불어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 , 2012) 

개인의 관점에서 보다는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전병준 김진만 를 토대로 개인 수준을 넘어 조직 수준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 , , 2003)

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보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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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 구성원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과 조직의 목표에 맞는 직원의 역량개발의 강조, 

신뢰 및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사회교환관계의 형성은 구성원이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호의적, 

이 태도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 조직의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 

정의하였다. 

나 영향변수. 

임파워먼트 1) 

임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권한부여 권한분산 권한기능의 하부 이양 등으로 정의, , 

되며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다 할 권리를 주다 그런 능력을 주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 , , 

있다 즉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에는 권리나 자원 힘 능력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 , 

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정치학 사회학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이에 . , 

관한 연구가 경영학으로 확장된 것은 년대 이후이며 년데 중반부터 기업의 혁신과 1950 , 1980

도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김기영 염진철 경영학적 의미에.( , , 2003) 

서의 임파워먼트에 대해 는 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성Conger and Kanungo(1988)

원은 과업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단순한 권한이양이 자동적으로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동기부여적 관점으로 임파워먼트를 강조하였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직장 내 임파워먼트를 부2 . 

여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정책 인사관행 등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과 구조적 특, , 

성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인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미시적 측면이다.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Eylon and Bamberger, 2000) 

었다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 . 

직성과로 개인의 태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였으므

로 이 연구에서의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한정하였다 성과에 있어 심리, . 

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은 조직몰입 남정민 직무만족( 2012), (Laschinger, Spence and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Finegan 2005) . 

대학도서관의 경영은 일반적으로 겸임제 교수직 관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관장은 관장, 

의 경영관리기능을 보좌하고 실무책임자들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관리자로 국립대학에서는 

부관장이란 직위로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부관장 사서장 부장 등의 직위로 운영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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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겸임제 교수직 관장의 경우 년의 임기로 실제적인 전문 경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2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 직원의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 . 

특성상 이용자와 일대일의 대변 관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대학도서관 . 

모든 사서들은 각 각의 사서가 일련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도서관 조직 내에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권, 

한의 위임은 개인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공정성 2) 

조직공정성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나타낸다. 

조직공정성은 크게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성과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분배

공정성과 조직구성원이 받은 성과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공정성으, 

로 나눌 수 있다 이종수 이렇게 양립되었던 조직공정성은 최근 독립적 개념으로 사용.( 2009) 

되는 상호작용공정성 이 개념에 포함되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Rhee, 1996) , , 

정성으로 확장 되었다 분배공정성은 보상의 분배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 

일한 보상분배 결과를 보는 시각에도 어떤 구성원은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성원

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보상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와 규정에 대한 관

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이루어지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분배공정성만으로는 불

만족스러울 수 있다 절차공정성은 보상에 대한 결과 자체보다는 보상을 결정하기까지의 절차. 

가 공정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적 편견 없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절차적으로 규칙이 

지켜졌는가가 절차공정성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상호작용공정성.(Folger and Martin 1986)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보유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이나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구, 

성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허찬영 박정도 .( , 2012)

대학도서관의 경우 인적자원관리가 대학도서관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 

를 들면 인력배치 및 유지는 관장과 중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선발 평가 이동 승진, , , , 

보상 등의 경우는 대학도서관 차원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학본부와 도서관이 역할, 

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적자원구조의 복잡성은 자칫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투명. 

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조직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의 업무만족은 있, 

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조직에서 조직공정성 즉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 , , , 

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직공정성 부분이 조직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연결. 

된다면 구성원 개인들은 비록 불이익이 있더라도 수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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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3) 

는 문화란 Talor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축적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등을 , , , , 

비롯한 모든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하였다.(Baldridge 1975, 

이러한 문화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시76) 

켜 그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지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질서를 ,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개.(Hodges 1971, 35-41) 

념은 문화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조직문화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은 조직문화를 다른 조직과 구분할 . Robbins(1991, 572-573)

수 있는 공유된 의미 체계로 정의하고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개인의 창의성 위험 허용도 조, , , 

직 규정 부서의 조정 관리지원 동질성 보상체계 통제 갈등의 허용 정도 의사소통방식 등, , , , , , , 

으로 말하였다.

조직문화는 조직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 마

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의 거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문화, . 

는 구성원들의 지각 및 태도 형성 행동을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에, , 

게 행동 및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여 주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체성과 일체감을 갖게 하여 , 

조직 생활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만들어 구성원들의 업무 전념도 충성도 이직률 사기 등에 , , , 

영향을 미친다 이재은 이연주 이러한 조직문화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다양한 조.( , 2008, 63) 

직문화를 가지고 대학도서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 

조직문화는 영리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직의도 4) 

이직의도란 가까운 미래에 일하고 있는 조직을 떠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가이며 조직을 떠나려는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로 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최종결과라고 , 

할 수 있다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직의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Mobley, 1982). 

측면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능하거나 불만이 많은 직원 등의 퇴사를 통한 분위. 

기 쇄신 및 승진기회의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직의도에 관한 많은 연구를 보. 

면 신규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고용불안 구성원의 업무량 증가 조직 내 불안감 조성 등 , , ,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남정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이직의도는 조직성과에 많은 ( , 2012).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직의도 또한 대학도서관의 직무만족과 ,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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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Ⅲ

연구문제1.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몰입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도서관 직원의 개인특성은 영향변수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문화 이직1. ( , , , 

의도 및 개인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연구문제 영향변수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문화 이직의도 는 개인성과 조직몰2. ( , , , ) (

입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영향변수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문3. ( , , 

화 이직의도 를 통하여 개인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2.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직원이 명 이상인 국내 대학도서관 20

곳 명의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관차원으로는 인사13 , 520 . 

책임자에게 별도의 인사책임자용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 

였다 설문실시 결과 기관의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 기관에서 . 2

설문불가를 선언하였으며 이메일 전화 소속직원을 통한 지속적 독려에도 불구하고 응답률, , , 

은 저조하였다 최종 수거된 설문지는 도서관 직원은 부였으며 인사책임자는 개 기관에. 93 , 4

서 응답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검증 일원배치. SPSS 21.0 , , T- , 

분산분석 사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의 통합적 분석을 위해, , , 

서는 위계선형분석이 가능한 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은 표 HLM 7.0 . < 1>

과 같으며 도서관직원용과 인사책임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문항에 대한 요, . 

인분석 결과 도서관직원용 설문문항의 조직공정성 항목과 직무만족 항목을 제외하였다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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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세부문항 최초 최종

도서관

직원용

일반현황
소속도서관 성별 연령 결혼 자녀 근속연수 학력 연봉 고용형태, , , , , , , , , 

직급 담당업무, 
11 -

임파워먼트 - 7 동일

조직문화 의사소통 업무협조, 8 동일

이직의도 - 4 동일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 11 10

조직몰입 회사풍토 변화노력, 8 동일

직무만족 - 5 4

자유기술 - 1 -

소계 55 53

인 사

책임자용

일반현황 소속도서관 설립형태 도서관 직원 수, , 3 -

인적자원

관리

채용 및 선발 5 동일

교육 및 훈련 4 동일

보상 4 동일

참여적 직무설계 4 동일

정보공유 3 동일

지위격차해소 3 동일

고용보장 3 동일

도서관위상 - 3 -

자유기술 - 1 -

소계 30 30

표 설문지 문항< 1>

연구결과. Ⅳ

타당성 및 신뢰도1. 

설문지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조직공정성과 직무만. , 

족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항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공정성 번 문항과 직무만. 4

족 번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설3 , . 

문지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나타내는 알파계수는 로 높게 나타나 설문지의 Cronbach 0.877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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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분석 2.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직원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성별 연령 결혼유무 자녀 근속연수 학, , , , , 

력 소득 고용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 . < 2> .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로 높았으나 전반적인 도서관 성비를 고려하면 일73% , 

반적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는 대의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결혼. 50 . 

유무의 경우는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가 배 이상 높았고 자녀수는 명이 전체의 절반2 , 2

을 차지하였다 근속연수는 연령에 비례하여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체의 를 차지하. 20 57%

였다 대졸 이상이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석사이상도 나 차지하였다 연봉은 천만. 95% , 42% . 5

원 이상이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용형태의 경우 응답자의 가 정규직이었다50% , 84% .

성별
남성 명25 (26.88%)

학력

고졸 이하 명0 (0.00%)

여성 명68 (73.12%) 전문대졸 명3 (3.23%)

연령

대20 명14 (15.05%) 대졸 명47 (50.54%)

대30 명18 (19.35%) 석사 명39 (41.94%)

대40 명16 (17.20%) 박사 명3 (3.23%)

대50 명44 (47.31%) 기타 명1 (1.08%)

대60 명1 (1.08%)

연봉

연봉 천만원 미만2 명11 (11.83%)

결혼

유무

미혼 명25 (26.88%) 천 천만원 미만2 ~3 명7 (7.53%)

기혼 명68 (73.12%) 천 천만원 미만3 ~4 명10 (10.75%)

자녀

수

없다 명7 (7.53%) 천 천만원 미만4 ~5 명14 (15.05%)

명1 명8 (8.60%) 천 천만원 미만5 ~6 명20 (21.51%)

명2 명46 (49.46%) 천 천만원 미만6 ~7 명13 (13.98%)

명 이상3 명6 (6.45%) 천만원 이상7 명17 (18.28%)

근속

연수

년 미만5 명19 (20.43%) 기타 명1 (1.08%)

년 미만5~10 명10 (10.75%)

고용

형태

정규직 일반직 명76 (81.72%)

년 미만10~15 명7 (7.53%) 정규직 기능직 명2 (2.15%)

년 미만15~20 명4 (4.30%) 계약직 명11 (11.83%)

년 이상20 명53 (56.99%) 기타 명4 (4.30%)

표 응답자 일반현황< 2>

  

영향요인 분석3. 

가 영향변수 및 개인성과 기술통계 분석. 

개인특성별 영향변수 및 조직성과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영향변수 임파(

워먼트 조직문화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와 개인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에 대한 기술통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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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과 같다, < 3> . 

구 분　 인원 표준편차 평균　

임파워먼트 93 0.69 3.43

조직문화
의사소통 93 0.70 2.95

3.15
업무협조 93 0.69 3.75

이직의도 93 0.99 1.93

조직공정성

절차공정성 93 0.79 2.68

2.84분배공정성 93 0.79 2.94

상호작용공정성 93 0.78 2.88

조직몰입
조직충성심 93 0.80 3.63

3.53
개인노력 93 0.70 3.37

직무만족 93 0.66 3.67

표 영향변수 및 개인성과 기술통계 분석< 3> 

영향변수 중 임파워먼트의 경우 리커트척도 점 만점 중 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5 3.43

았으며 조직문화 역시 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 3.15 . 

업무협조는 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원 간 의사소통은 점 이하로 잘 이루어지지 않3.75 , 3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경우 평균 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 1.93

려는 생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공정성은 점으로 보통 평가하였다 절차, 2.84 . 

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의 경우 로 분배공정성이나 상호작용, , 2.68

공정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개인성과 측정을 위해 질문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경우 조직몰입은 3.53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서는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다양한 , 

활동 보다는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충성하려는 조직충성심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점으로 전. 3.67

체 변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볼 때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직원들이 평가한 . 

도서관 인적자원관리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 개인특성별 차이분석. 

응답자의 성별 및 결혼유무에 따란 영향변수 및 개인성과에 대하여 검증을 통하여 차이분T-

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성별이 경우 임파워먼트의 측면에 있어 차. < 4> .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임파워먼트에 대해 점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은 3.72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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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파워먼트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여 여. 

전히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성별 결혼유무

t 유의확률 t 유의확률 

임파워먼트 2.517 .014* -3.034 .003**

조직문화 -0.680 .499 0.124 .902

이직의도 0.601 .549 2.688 .009**

조직공정성 -0.920 .360 -0.654 .515

조직몰입 -0.525 .601 -1.555 .123

직무만족 0.573 .568 -1.101 .274

유의확률 * p<0.05, ** p<0.01

표 개인특성별 차이분석 검증< 4> (T- )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파워먼트 및 이직의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관 업무에 있어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기혼자의 경우 점을 준 반면 미혼, 3.56

자의 경우 점으로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경우가 도서관 내의 업무 결정에 대한 권한을 3.09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직의도의 경우도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 

기혼자 가 미혼자 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혼자의 (1.76) (2.37) .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미혼자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

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대학 대학유형 연령 자녀수 근속연수 학력 연봉 고용형태에 따른 영향변수 , , , , , , , 

및 개인성과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5> . 

임파워먼트와 이직의도에 있어 대학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대학유형에 ,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직의도에 있어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법인 포함 사이에 차이가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직의도가 점으로 국립대학 및 법인대. 2.46 (1.78) 

학 에 비해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라는 (1.50) .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임파워먼트 이직의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 , , ,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고 이직의도는 낮, ,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봉 및 근속연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 . 

연봉도 높고 근속연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고 근. , , 

속연수가 많을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연봉의 경우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의 경우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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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및 직무만족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에 .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없는 직원보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가 직무에 더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는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위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 . 

따라서는 임파워먼트 이직의도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은 , , . (2.98)

임파워먼트에 대해 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었으나 일반직 정규직 경우는 으로 상대적으로 3.53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 기능직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역시 계약직의 경, 3.26 . 

우가 정규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의 경우도 정규직 에 비해 계약직, (3.74)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임파워먼트 및 이직의도의 경우가 개인별특(3.16) .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성과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있어서도 개, 

인별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영향변수와 개인성과간의 영향 분석. 

상관관계 분석 1) 

영향변수와 개인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6>

과 같다. 

구분
대학별 대학유형　 연령　 자녀수　

F P F P F P F P

임파워먼트 2.187 .023* 1.007 .369 4.062 .005** 1.799 .157

조직문화 1.089 .380 0.557 .575 0.432 .785 0.671 .573

이직의도 3.216 .001** 5.431 .006** 4.943 .001** 0.644 .589

조직몰입 1.798 .068 0.078 .925 3.446 .012* 2.537 .065

조직공정성 1.512 .143 2.300 .106 0.453 .770 0.855 .469

직무만족 1.249 .269 0.127 .881 4.063 .005** 3.415 .023*

구분
근속연수　 학력　 연봉　 고용형태　

F P F P F P F P

임파워먼트 4.200 .004** 3.312 .014* 3.725 .002** 3.494 .019*

조직문화 0.467 .760 1.263 .291 1.379 .232 0.911 .439

이직의도 3.348 .013* 0.438 .781 7.633 .000** 15.072 .000**

조직몰입 2.602 .041* 0.703 .592 1.883 .093 1.907 0.134

조직공정성 0.772 .546 1.984 .104 1.092 .374 1.067 0.367

직무만족 2.900 .026* 1.011 .406 2.140 .057 2.775 0.046*

유의확률 * p<0.05, ** p<0.01

표 개인특성별 차이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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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1 .387** -.290** .318** .644** .447**

조직문화 .387** 1 -.157 .707** .615** .385**

이직의도 -.290** -.157 1 -.177 -.432** -.341**

조직공정성 .318** .707** -.177 1 .464** .306**

조직몰입 .644** .615** -.432** .464** 1 .683**

직무만족 .447** .385** -.341** .306** .683** 1

유의확률 * p<0.05, ** p<0.01

표 영향변수와 개인성과 간 상관관계 분석< 6>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은 영향변수인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모두 상, , ,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몰입의 경우가 직무만족보다는 상관성이 더 높게 .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경우 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 .644

며 조직문화와도 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반면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조직몰입만큼의 , .615 .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직의도의 경우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있어 음의 상관관계를 . 

보였다. 

영향력 분석 2) 

개인성과에 대한 영향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표 과 같다, < 7>, < 8> .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제곱R t p
B 표준오차 베타(R)

직무

만족

임파워먼트 .428 .090 .447 .200 4.770 .000

조직문화 .414 .104 .385 .148 3.983 .000

이직의도 -.227 .066 -.341 .116 -3.459 .001

조직공정성 .287 .093 .306 .094 3.066 .003

유의확률 * p<0.05, ** p<0.01

표 영향변수와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 7> 

도서관 직원 개인의 직무만족과 영향변수간의 영향력 분석결과 영향변수 개요인 모두 영4

향력이 있는 유의미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임파워먼트의 경. 

우 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문화 이직의도 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의 20% , 14.8%, 11.6% . 

경우 설명력이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직의도의 경우 분산값이 로 음의 9.4% . , 3.459–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이직의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대학도서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

- 377 -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제곱R t p
B 표준오차 베타(R)

조직

몰입

임파워먼트 .614 .077 .644 .414 8.021 .000

조직문화 .660 .089 .615 .378 7.443 .000

이직의도 -.287 .063 -.432 .187 -4.568 .000

조직공정성 .433 .087 .464 .215 4.993 .000

유의확률 * p<0.05, ** p<0.01

표 영향변수와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 8> 

도서관 직원 개인의 조직몰입과 영향변수간의 영향력 분석결과 영향변수 개요인 모두에4

서 직무만족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임파워먼트와 조직문화는 높은 설명력. 

은 보이고 있었는데 임파워먼트의 경우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조직문화는 의 , 41.4% , 37.8%

설명력을 보였다 조직공정성은 이직의도는 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직의도의 . 21.5%, 18.7% . 

경우 직무만족과 마찬가지고 이직의도가 낮을수록 조직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다수준 분석 위계선형모델. ( )

최근 개인을 둘러싼 지역 및 조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 

개인이 살아기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특성 등의 제반 환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 ,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위계선형모델이라고 말하는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다 이희연 노승철 이 연구에서.( , 2013) 

는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가 개인수준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수준의 경우 개 대학도서관이 선정되었으며. 3 , 

개인수준은 총 명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다53 . 

무제약모델 1) 

다수준분석의 결과 추이 과정은 수준의 분산의 유의성을 검정 수준 간 분산의 비율을 확2 , 

인하고 임의절편모델을 확인한 후 임의계수모델 수준 간 상호작용 모델의 확인의 단계로 , 4

이루어진다 개인성과에 대한 무제약모델을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 9>

분산요소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경우 수준 오차항의 분산이 이며 수1 0.28406 2

준 오차항 내 상관관계가 으로 나타났다 총분산은 두 분산을 합친 이며  0.07809 . 0.36219

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 내 상관 은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경우 2 (ICC) 21.6% . 

수준 오차항의 분산이 이며 수준 오차항의 분산이 로 유의한 것으로 나1 0.26719 , 2 0.07063

타났다 총분산은 두 분산을 합친 이며 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 내 상관. 0.337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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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이다(ICC) 20.9%(=0.07063/0.33782*100) .1) 집단 내 상관 값을 볼 때 위계선 (ICC)

형모델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조직몰입 직무만족

수준 오차항의 분산1 ( 2) σ 0.28406 0.26719

수준 오차항 간 상관관계2 ( )τ 0.07809 0.07063

총분산 0.36219 0.33782

집단 내 상관(ICC) 21.6% 20.9%

표 개인성과 무제약모델 추정< 9>

임의절편모델 2)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무제약모델에 개인속성변수와 설명변수

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각각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 10> . 

구분 조직몰입 직무만족

개인속성

성별 나이 결혼유무 경력 학력( , , , , , 

직업형태)

무제약 2σ 0.28406 0.26719

임의절편 2σ 0.23818 0.23077

ICC 16.15% 31.68%

영향변수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 , , 

이직의도)

무제약 2σ 0.28406 0.26719

임의절편 2σ 0.14044 0.18335

ICC 50.55% 31.37%

표 개인성과 임의절편모델 추정< 10>

조직 내 개인의 성과인 조직몰입 개인속성을 투입한 결과 집단 내 상관 값이 감소16.15%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향변수를 투입한 결과 집단 내 상관값이 감소하였다, 50.55% . 

이는 조직속성에 개인속성 및 영향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속성은 조직몰

입을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영향변수는 절반 이상이 조직몰입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16% , 

수 있다 이를 볼 때 조직몰입은 개인속성의 영향보다 영향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만족의 경우는 개인속성이 설명하는 정도는 였으며 영향변. 31.68% , 

수는 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속성은 직무만족31.37% . 

에 영향변수는 조직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집단 내 상관 은 종속변수의 총분산 가운데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분산량을 말하는데 위계선형모델의  (ICC)

사용할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희연 노승. ICC 5~25% .( , 

철 2013, 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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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영향변수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11> . 

구분
수준1 (1) 수준 투입2 (2)

t p 변화량τ
2σ τ 2σ τ

조직몰입

임파워먼트 0.19218 0.08331 0.19215 0.13662 4.944 0.001 39.0%

조직공정성 0.25003 0.08004 0.25008 0.13358 2.769 0.008 40.1%

조직문화 0.19136 0.02751 0.19166 0.13665 4.964 0.001 79.9%

이직의도 0.26935 0.07895 0.26941 0.13256 -1.917 0.061 40.4%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0.19244 0.07563 0.19239 0.07879 4.475 0.001 4.0%

조직공정성 0.24258 0.07229 0.24249 0.07615 2.443 0.018 5.1%

조직문화 0.24094 0.07240 0.24085 0.07624 2.518 0.015 5.2%

이직의도 0.25454 0.07149 0.25445 0.07552 -1.853 0.070 5.3%

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 1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선발 교육 보상 참여 정보공유 지위격차, , , , , , 

고용보장 등 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차원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조직의 7 , 

성과와 연결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문화, , , 

이직의도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의 투입을 통해 임파워먼트의 경우 의 분산의 감소가 있었으며 조직공성정은 39% , 

조직문화는 이직의도는 의 분산의 감소가 나타났다 분산의 감소의 경40.1%, 79.9%, 40.4% . 

우 투입된 수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의 경우 대체적으로 의 분산의 감2 . 4~5%

소를 보였다 값의 변화량을 보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모두 임파워먼트 조직공정성 조직. t , , 

문화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직의도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는 로 신뢰수. 0.06~0.07 95% 

준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직무만족. 

보다는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가 조직에 있어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요약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개인별 특성에 따른 영향변수 및 조직성과를 살펴보면 대학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 , , 

직의도에 있어 국공립 법인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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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로는 성별은 임파워먼트에 있어 남성이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은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직의도의 경, , , 

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연수 임파워먼트 이직의도 조직몰. ( , , 

입 직무만족 및 연봉 임파워먼트 이직의도 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학력이 , ) ( , ) . 

높을수록 권한을 많이 위임받고 있었으며 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직무에 만, 

족하고 있었으며 이직의도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영향변수와 개인 성과간의 영향 분석 결, . , 

과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조직정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이직의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몰입과 영향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임파워먼트의 경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모두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영향변수와 개인성과 사이의 영향력은 . 

조직몰입 경우가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임파워먼트의 경우 의 높은 설명력, 41.4%

을 보였으며 조직문화 역시 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만족의 경우는 임파워먼트, 37.9% . 

의 경우가 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조직공정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20.0% . 

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수준과 개인성과간의 영향력을 알아보. , 

기 위해 실시한 다수준 분석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개인의 성과인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직몰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나타났고 영향요인 중 임파워먼트의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Ⅴ

이 연구는 조직차원에서 실시하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대학도서관의 인적자원관리 측

면에서 성과하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측면에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되는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 , 

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대학도서관 직원의 직무만. 

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모두가 ,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학도서관 조직내에서 임파워먼트와 조직문화 요인. 

은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경우는 개인의 성과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직원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임파워먼트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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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서관이 더 이상 방식의 일률적인 행정체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각 업TOP-DOWN , 

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을 높여주고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도 함께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직원들은 대학도서관의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 

있게 되며 자연스럽게 대학도서관의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임파워. , 

먼트와 함께 조직의 문화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문화는 크게 조직 내 의사소통과 . 

직원간 업무협조로 나눌 수 있는데 도서관 직원들은 업무협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내 의사소통의 경우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조직문화의 요인이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의 성과에 상당한 .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는 직원 간 업무협조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 간 의사소통의 창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대학도서관의 성과로 ,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대학도서관 직원들은 . , 

여전히 대학도서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승진 및 보상 등을 결정하는. , 

데 있어 절차적인 공정성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 

표출하였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승진 및 보상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도서관의 특성상 승진 및 보상체계가 대학당국과 이. 

원화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대학도서관으로 일원화하여 대학도서관 내에서 투명하게 관

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도서관 직원의 경우 이직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 , 

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응답자가 주요 대학의 정규직 및 대의 안정. 40, 50

을 원하는 연령층이 상당수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학에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의 경우가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이직을 생각하는 비중․

이 높았다 이직의도의 경우 역시 대학도서관 직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 

있음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 도서관은 직원들의 이직에 대한 생각을 낮출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을 때 임파워먼트의 경우 . , 

도서관 직원 개인 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 

여전히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임파워먼트에 있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도. 

서관 직원의 다수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남성위주의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업무 역할 및 권한의 위임에 있어 성차별 없는 평등. 

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 

도서관의 개인성과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해 조직차원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조직차원에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미래인 개인의 직무만족인 조직몰입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조직차원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개인차원의 개인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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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들의 . 

경우 조직에 대한 설문평가로 인해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당수의 기관 및 

직원이 설문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항목을 최소. 

화한 설문지를 개발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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