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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학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정보화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대학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대학은 정보기술 수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행정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나서고 있다. 그 중 일부 대학은 계 

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 대학도 있다. 대학 정보화는 어느 정도의 실패 요인을 안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예측하 

지 못한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기도 흥卜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슬기롭게 극 

복하기도 한다. 마음챙김 이론은 이러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을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 

는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대학 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마음챙김 관점 

에서 분석하고, 그 파급효과와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ABSTRACT

Universities have been investing in their information systems to keep their management 

functions working efficiently and 헌Actively. Thanks to these efforts, faculty members and 

other university employees can perform their tasks efficiently almost anywhere and anytime. 

Several universities embarked upon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to take advantage of 

emerging infonnation technologies in thei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nly a limited 

number of universities have achieved their objectives； some others have been even tinkering 

with the idea of abandoning their newly developed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The 

development of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often start with a 冀lativ신y high risk of 

system failure. Sometimes, these systems encounter unforeseen obstacles or fail in systems 

development. These universities with problems also can overcome these issues by collecting 

their wisdom. The mindfulness theory7 is suitable for dealing with implementing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Thi응 research analyzes an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ase from a mindfulness perspective, and also addresses its research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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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정 

보 기술을 도입한다. 즉, 기업 경영 및 관리 활 

동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비자 및 협력업체 

등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 

여 왔다. 또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 

하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 

여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를 수행 

하여 왔다[3, 4],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조직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19], 신뢰성 있는 조직 

으로 발전[7]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기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정보화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또한 교육 및 공공 기관 

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 

정보화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전자신문 

(2009. 2. 20일자)에 따르면 대학 정보화 사업 

의 예산 규모가 한 해 1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든 대학교 

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큰 불편 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수강 신청과 성적 확 

인이 가능해졌으며, 강의 보조수단으로 전자 

메일, 전자게시판 등이 보편화되었다. 최근에 

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캠퍼 

스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사 관리 및 지원 

시스템 도서관 정보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캠퍼스 사업을 진 

행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 

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대학 내부의 프 

로세스를 개선하는 대학 행정 정보화에 대한 

투자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 

를 산출하는 원천이 바로 각 대학의 행정 담 

당자이며, 이들이 맡고 있는 행정 업무 프로 

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자료를 제때 

제공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 정보화를 위해 대학은 

시스템 통합이나 전사적 자원관리 (ERP) 패 

키지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학내 행정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행정 시스템의 구축은 업무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학내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 

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갖고 출발한다. 하지만 산업대학교와 교육 

대학교의 ERP 도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한 성과를 제대로 달성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⑵. 심지어 몇몇 대학 

은 ERP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보시스템을 성공 

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 최고경 영층의 

지원, 전략 목표의 명확한 이해, 적절한 비즈 

니스 시스템 팀 구성 등이 제시되어 왔다[18, 

21], 하지만 이러한 성공 요인들이 충족되더라 

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관찰할 수 있다 핵심 성공 요인(ciitical 

success factors)을 제시하는 연구의 한계는 

특정 조직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를 일반화함에 따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환경에 대한 통제 없이 사례를 분석하 

여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1]. 분명 특정 조직이나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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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공적인 시스템일지 

라도 한 순간의 실수나 누적된 사소한 문제로 

인해 실패 사례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는 바라 

보는 관점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유지하고, 실패를 관리하는 방 

향에 따라 조직의 지속가능성 [1]과 신뢰성[7] 

은 높아질 수 있다. 대학 정보화가 앞서 언급 

한 성공 요인을 갖추고 출발하기 보다는 시 

간, 예산,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 

려움을 안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문 

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한다.

마음챙김(mindfulness) 이론은 정보시스템 

의 적절한 운영과 효과적인 조직 목표를 위 

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할 때 그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마 

음챙김은 변화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다 

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발생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여 범주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14]. 즉, 변화를 인정하고, 이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마음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과 Butter 

and Gray[7]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우 

위를 갖춘 조직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은 조 

직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 자세에 의 

해 결정된다. 문헌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 

지만, 집단적 마음챙김은 다섯 가지 인지적 

과정, 즉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 단순화에 

대한 저항, 실제 운영에 대한 관심, 복원에 

중점, 전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위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찾아내 관리하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신 

뢰성이 높은 조직을 개발할 수 있다. 대학 정 

보화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과정적 측면 

에서 검토하는 데 집단적 마음챙김의 다섯 

가지 인지적 과정은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과 운영 과정을 마음챙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대학정보화 

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 과정을 마음챙 

김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시간, 예산, 인 

력 등 자원의 제약이 발생하는 대학 행정 정 

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마음챙김의 자 

세와 그렇지 못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나타 

나는 성과와 문제의 파급효과를 해석적 연구 

방법에 따라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 

챙김 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집단적 

실천방안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의 행정정보시스템 구 

축 사례를 집단적 마음챙김의 관점에서 분석 

하여 파급 효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 마음챙김 이론

본래 인도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마음 

챙김은 마음이 모든 태도나 행동에 우선한다 

는 원리에서 시즈)된다〔25} Langer[15]는 이 

러한 동양적 마음챙김의 원리를 정보처리 관 

점에서 받아들여, 개인을 중심으로 심리학 연 

구에 적용하여 마음챙김을 이론화하는 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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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를 보여왔다[28]. La^er[15]에 따르 

면, 마음챙김이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할 때 새로운 범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개방적이며, 다각적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측면 

을 말한다. 개인적 관점에서 개발된 마음챙김 

이론(mindfulness theory)은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집단 수준으로 확장 

되어 적용되어 왔다. 집단적 마음챙김 (collec

tive mindMness)도 개인적 수준의 마음챙김 

과 유사하지만,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단 

위가 개인이 아닌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영학 분야 등[가 

령, 26, 28, 29]에서 신뢰성 높은 조직을 개발 

하기 위해 주요한 요소로 집단 수준의 마음 

챙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음챙김 

이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초기 마음챙김은 개인적 관점에서 특정 상 

황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 

치를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취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 들여 졌다[14]. 하지만 

Weick et al.[29]은 집단적 관점에서 마음챙 

김을 적용하여, 조직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처리과정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evinthal and Rerup[16] 은 

집단적 마음챙김을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자세로 보고 있다. 즉 

마음챙김이란 조직에서 기존 경험에 기반하 

여 관행으로 굳어진 사고의 틀이나 업무 행 

태를 깨뜨려 재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 마음챙김에 관심을 두는 이 

유는 조직의 신뢰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유 

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28].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Weick and Sutcliffe[2기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를 효과적으 

로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실패나 단순 

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뢰 

성 높은 조직이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과 실행의 과정을 '집단적 마음챙김'과 관련 

지어 이론화하였다. 그리고 다섯 가지 인지적 

프로세스가 집단적 마음챙김을 구성하며, 이 

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역량을 갖춰 신뢰성 있는 조직을 개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적 마음챙김의 구 

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인 

지적 프로세스는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 

(preoccupation with failure), 단순화에 대한 

저 항(rehictamce to simplify), 실제 운영에 대 

한 관심(attention to operations), 복원에 중 

점 (commitment to resilience), 전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위임 (deference to expertise) 

등이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김용영 외[1] 

와 Butler and Gray[7] 등의 연구는 정보시스 

템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인 

지적 과정으로 구성된 집단적 마음챙김의 자 

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적 마음챙김에서 제시하는 인지적 과 

정 중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은 조직을 발 

전시키기 위해 실패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직에서 오류 

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를 마음챙김 

관점에서 관리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자기 과신 

이나 부주의, 나아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물론 마음챙 

김의 차원에서 실패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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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과 실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활 

동 모두 포함된다［111 이러한 집단적 마음챙 

김은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운영에도 적용 

되어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실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 

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Butler and Gray 

［기의 경우처럼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는 결과를 전 

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 

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 '단순화에 대한 저항'은 단일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검토 

하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다. 참신한 관점에 

서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상황 

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 

토하여 예측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조직은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오류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패가 재 

앙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러한 활동은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있 

어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오류를 일 

률적 또는 일상적으로 다루는 활동을 지양하 

여야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상황에 대한 원 

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하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대방의 제안 

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단순화에 저항하는 마음챙김의 자세를 실행 

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적 마음챙김의 실천 방안은 

*실제 운영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는 조직 

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실패의 전조를 알아채 

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재앙은 

한 번에 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들이 축 

적되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2이. 따라서 운영 상황을 지 

속적으로 평가하고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흐卜며,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업 

무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넷째, 조직에서 '복원에 중점'을 둔다는 것 

은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여 

원상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가 발생한 업무를 신속하게 정 

상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복원에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 

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시킬 필요가 있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오류의 발생 가 

능성을 염두하고 오류가 악화되기 전에 수정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을 

마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서 복원하도 

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위임'은 조직구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받 

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는 조직의 위 

계에 따라 상위 관리자가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지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 

당 업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보유한 구성 

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 

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적시 

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권한 

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류와 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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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明, 직무 교류를 통해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독려하는［13］ 조 

직의 자세를 전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은 현재 

의 관행을 성공으로 보고 안주하고자 하는 

자세를 경계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각 실 

천 방안은 핵심 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 

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신뢰성이 있는 조 

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 

에 관심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관점 

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물론 업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 

패할지라도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향후 동 

일한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단적 마음챙김의 실천 방안이 성공적으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문제를 인식 

하는 과정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적 

절한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1］. 조직은 일 

반적으로 관리층과 실무진이 나누어지기 때 

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 프로세스와 실행 프 

로세스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조직 규모가 

커지면 인식과 실행의 격차로 인해 조직의 

문제가 관리층에 전달되지 않아 적절하게 대 

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실무자들이 문 

제의 원인이나 개선의 기회를 파악하는 능력 

과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26, 29］, 또한 최고 경영 

층이 중요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인식 

과 실행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12］.

다음 장에서 이러한 집단적 마음챙김의 실 

천 방안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대 

학의 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의 구 

축과 활용 과정을 집단적 마음챙김의 관점에 

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집단적 마음챙김 

의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노 

력과 그렇지 못한 측면, 또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과정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챙김 관점 

은 정보시스템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 

는 요인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정적 차원에 

서 어떠한 부분들에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명확한 인과관 

계를 제시하기 보다는 신뢰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적 측면의 노력이 무 

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마음챙김 관점에 

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분석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이나 정보시스템 

의 활용 시점 등 특정한 시점을 대상으로 하 

는 횡단적 연구로는 불가능하고,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적합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대학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구축, 그리고 사후 활 

용의 연속적인 과정 전체에 대한 자료의 수집 

과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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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례 대학은 대학 정보화 계획을 위 

한 대학 자체의 프로젝트 후 대학 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학 정보화 부서에서 주관하 

고 외주업체에서 개발하는 전형적인 대학 정 

보시스템 개발 사례라고 할 수 있디•. 저자 중 

한 명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프로젝트 

기획, 개발. 운영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분석 

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측면 

도 이 대학을 사례로 선정한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저자가 사례 

를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나, 반대로 본 사례에 대해 

서 깊이 이해하고, 실무자의 업무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의 정황에 대해 

서도 알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구 방법은 Yin[3()]이나 Benbasat et al. 

[6] 이 제시하는 사례연구 방식과 절차를 따랐 

다.. 구체적으로 해석적 연구 방법(interpretive 

research)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술하는 방법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 

는 연대기적(chronological) 구조를 취하였다. 

또, 프로젝트의 전후 과정에 참여하였던 저자 

의 주관적인 관점을 사례의 기술이나 분석에 

서 배제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다，프로 

젝트에 참여했던 저자가 수집한 자료를 기초 

로 사례를 구성하였고, 다른 저자 두 명이 사 

례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 

용자를 인터뷰하는 절차를 거쳐, 사례의 내용 

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자료 수집은 주요 지침이 되는 Yin[3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인터뷰 자료와 다양 

한 2차 자료도 사용되었다, 2차 자료는 회의 

록, 업무분석보고서, 업무일지, 산줄물 등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2단계로 진행되 

었다. 1단계에서는 정보화 프로젝트와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례 보 

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학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 

지 않았던 저자 두 명이 확보된 자료와 인터 

뷰를 통해 사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 

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 사례의 내용을 검 

증하였고 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마음챙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 

지 않았던 저자 두 명이 시스템 도입의 프로 

젝트 참여자와 시스템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했 

던 관계자나 업무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인터 

뷰하였다. 이때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 

던 저자들이 주도하였고, 다른 저자는 배석하 

거나 인터뷰를 마친 후 자료를 검토하는 방 

법으로 자료를 검증하였다. 검증 단계에서 프 

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저자의 역할을 한정한 

것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확 

인 절차를 밟고자 했던 것이다.

4. 사례분석

4.1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본 연구에서 다룰 대학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은 서울에 위치한 학생 6,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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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교수 150여 명, 직원 및 학과 행정인력 90 

여 명 규모이며, 4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전 

문대학이다. 마음챙김 관점에서 대학 정보시 

스템 구축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 대학 

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배경에 대해 정리 

하였다•

2006년 10월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 

한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 구성되어 대 

학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2007년 2월 최종 정보화 계획을 학장 등 경영 

층에 보고하였다. 이 당시 TF팀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학의 행정（'학사 행정' 포함）뿐만 아 

니라, 교육, 연구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대 

학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TF 

팀의 최종 보고서에는 3년간 대학에 도입해 

야 할 교육, 연구, 행정을 위한 정보인프라（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실행 절차,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TF팀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대학 정 

보화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 요구가 있 

어 왔다. 예를 들어 당시 운영되던 기존의 학 

사 및 행정 시스템은 현업에서 요구하는 사 

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시스 

템을 통해 생성되는 자료가 부정확하여, 이를 

수정하여 재가공하는 불필요한 업무의 부담 

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유지보수 만으로는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6년 4월, 새 학장이 취임하였고, 같은 

해 7월 처장 등의 보직 인선을 통해 대학 운 

영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영 

층은 암묵적으로나마 조직을 변화시키는 도 

구로써 정보화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 

실은 정보화 조직 개편이나 책임자 임명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TF팀이 운영되고 있던 2007 

년 1월 대학 정보화를 주도할 전산 관련 조직 

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과거 도서관과 중앙전 

자계산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종합정 

보지원실'을 구성한 것이다. 실제 전산 관련 

인력 수의 변화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전산 관련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 

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은 임무를 마치고 해체되었 

지만, 종합정보지원실이 대학 정보화 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TF팀장이 종합정보지원실 

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경영층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대학 예산에 정보화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TF팀이 장기적인 대학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차기년도 사업에 예산 

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2007년에 반 

영된 예산은 TF팀에서 제시한 금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었지만, 대학 정보화를 위 

한 긴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 또 당시 대학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7년 대학 정보화 사업 

은 진행되지 못했다. TF팀에서는 대학의 모 

든 구성원, 적어도 재단을 포함한 경영층이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 

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대학 정보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긴긴 설득이 시작되었다.

2008년 대학 예산에도 2007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책정되었다. 2007년부 

터 시작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큰 성과가 없어 보일 무렵, 2008년 11월 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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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를 끌던 대학 정보화를 위한 3개년 사업 

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각 단계 

마다 전 단계 사업의 성과와 차후 단계 사업 

의 내용에 대한 승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1단계 대학 정보화 사 

업은 2009년 1월에 시작하여 6개월간 아웃소 

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의 범 

위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과 이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사 및 급여 등 일반행정정보시 

스템의 일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된 

사례 대학의 대학 정보화 프로젝트를 집단적 

마음챙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2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분석 : 집단 

적 마음챙김 관점

4.2.1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 

고, 이를 발견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신뢰성 있는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11].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 

되면 이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 

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실패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 

냐하면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자가 다수이며, 조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 대학의 경우도 마 

찬가지여서 프로젝트가 실패로 이어지는 위 

험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다.

먼저 실패에 관심을 갖고 위험을 낮추려는 

공식적 수단으로 프로젝트 기간 내내 주간회 

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대학의 정보화 

TF팀(정보화 수립을 위한 TF팀과는 상이하 

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된 새로운 TF 

팀고｝ 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참여하였다. 정 

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프로젝트 일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의 주요한 문제들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진행 

초반 개발업체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과 테스트를 반복하는 프로토 

타이핑 (prototyping)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 

발 초기 주간회의에서도 이 방법론을 승인하 

였다. 하지만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론으로 개발을 지속할 경우 현행 업무와 

개발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차이로 

인해 실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주간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프로 

젝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시스템개발수명주 

기 (SDLC) 방법론을 채택하여야 향후의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개발 방법론을 변경하게 되었다.

시스템개발수명주기 방법론으로 변경함으 

로써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수 

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업무의 분석과 

정보시스템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다. 특히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프로 

젝트 기간은 계획보다 1개월 지연되었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테스트 기간과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학사 일정과 맞물린 기능 이외 

에는 사용자들의 테스트는 중분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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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 

에서 실패나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 

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 

생한 조직적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 

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사용자의 참여나 경 

영층의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21］,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 

는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였던 종합정보지 원실에서는 정보화 TF 

팀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실패뿐 

아니라 경영충의 지원 부족이나 사용자의 참 

여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 있는 실패 가능성 

도 염두에 두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진 

행상황은 경영층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프로젝트가 진행 

되는 주요 단계 마다 학장과 처장 등 경영층 

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이해와 지원을 이, 

끌어 내고자 하였다. 교직원 연수 둥의 자리 

를 빌어 교수나 직원들에게도 정보시스템 개 

발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업사 

용자들의 참여는 그리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행정인력은 이미 업무 부하가 

높은 상황이었고, 개발 중인 시스템을 확인하 

는 작업은 아무런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층 

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이 가중되었다. 업무 분석 후반부에 인사이동 

이 단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맡을 업무 

조차 파악을 못한 현업 담당자가 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TF팀의 일원이 

배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실패 

위험에 대해서는 TF팀이나 종합정보지원실 

모두 이해하고 있었지만 경영층이 진행한 대 

학 전체 구조의 변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 

보화에 대해서는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 

두 동의하는 듯 했으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성공적 

이지 못하였다.

이는 변화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업 사 

용자들은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의 변화나 기 

존 업무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해시키고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1 이. 마음챙김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 환경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실패 

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 

심이 변화관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 

층이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고려하 

지 않고 인사이동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에서 적극적으로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종합정보지원실에서 추진한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무렵 현업 사용자들을 위한 두 차례 

의 교육이 전부였다.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사용 

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 테스트 기간 동안 일정 정도 사용자 

테스트를 거친 부분들, 즉, 학사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 

던 하위 시스템들이었다. 이러한 하위시스템 

들의 실패는 당장의 업무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자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 

용자들도 실패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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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즉 

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다. 하지 

만 그렇지 않은 하위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 

이 사용되는 시점（가령, 졸업관련 하위 시스 

템은 가동 후 3~4개월 지나 처음 사용）에서 

야 비로소 검증이 이루어져 수정이 요구되었 

으며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과정 

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크건 작건 어떤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는 실패나 위험에 대해 관심이 모 

아지고 이 관심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으 

로 옮겨진 경우에는 차후 발생할 조직적인 

낭비를 쉽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 

의 경우처럼 실패나 위험이 현실화되는 시점 

에서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에 봉착하고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다.

4.2.2 단순화에 대한 저항

마음챙김 이론에 의하면 사안을 단순화하 

여 이해하고 단일 관점에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27]. 상황을 다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기존 관 

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외부 환경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조 

직과는 멀어지게 된다. 프로젝트 초반 사례 

대학에서도 단순한 접근방법을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하였디-,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 현업 

담당자의 업무 파악을 위한 회의는 실무자, 

해당 현업을 지원하는 전산인력, 그리고 개발 

업체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진행되 

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수명주기 방법론으로 변경되어, 심층적 

인 사용자 요구분석과 더 많은 작업 기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 

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진 

행 초기의 작업은 업무 시간을 늘려서 원래 

계획대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 

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의 

사소통이 단순화되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의사소통도 서로 골자만 이 

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업무 분석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다. 짧은 프로젝트 기간 

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프로젝트에 투입 

된 예산, 인력 등의 자원 부족은 문제를 악화 

시켰다.

현업 담당자의 업무 파악을 위한 회의는 

각 업무별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주로 

현업 담당자의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되 

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례 대학의 상황에서 볼 때, 현업 담당자가 

회의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 분석 과정은 더뎠고, 시 

간이 흐를수록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 파악 

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업무 분석 

회의는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개발업 

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에 대해 세세한 요구 사항 보다 현 

업 담당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분석 회 

의, 즉 정해진 시간 안에 원만히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서로 이해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낸 

것처럼 보이는 경우나 심지어 회의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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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구현된 후 

회의 참여자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추진 조직인 종 

합정보지원실과 전산 인력들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상세하게 업무를 조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몇 가 

지 단위 업무에 대해 업무 절차를 변경하는 

일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 

나, 여러 업무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에 있어서는 현업 담당자들과 여러 차 

례의 회의 끝에도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았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업무에 

실제 적용하는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만 서로 공유하면 될 정도로 단순 

하지 않았고, 일반적이고 간단한 상황들조차 

단순한 이해만으로는 제대로 된 시스템 개발 

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상황이 존재하였다. 

결국 시스템이 거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무렵 많은 수의 새로운 요구를 접하게 되었 

고, 개발된 시스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처 파악 

하지 못했던 현업 부서들 간 상충되는 요구 

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정리하 

여야 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인 

한 단순화는 정보시스템의 재개발에까지 이 

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구현 이후 현 

업 사용자들로부터 상세한 요구들을 반영하 

여야 했고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듈들을 

변경하여야만 했다. 시스템 구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상세한 요구를 반영한 모듈 수정은 

한두 번에 끝난 경우도 있지만, 수 차례에 걸 

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단순 

화는 시스템 구현 이후 시스템이 적용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4.2.3 실제 운영에 대한 관심

실제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이러한 활동들에서 불완전한 문제점들에 대 

해 인지하라는 것이 마음챙김 이론의 조언이 

다［27丄 현재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변경하라는 것 

이다. 사례 대학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 

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공식적 

• 비공식적 채널을 만들고, 작건 크건 간에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업무 분석과 이해 

를 위한 회의에 가능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 

된 사람들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시스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적 담당자, 등록 담당자, 경리 담당 

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입시 담당자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에는 등록 담당자나 장학 담당자를 

같이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로 연관 

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담당자들을 

회의에 동시 참여시킴으로써 각자의 단위 업 

무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가 상호 연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는 업무 조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과거 업무를 기준으 

로 이해당사자를 찾고, 일부 업무 조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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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관점에서 운영 상태를 개선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업무 담당자 사이에 발 

생한 문제에 대해서 각 업무 담당자들이 자 

신의 업무 절차만을 고집하고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가 없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 부족 

으로 인해 세세한 업무 절차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전산인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들에 대해서는 깊은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 

져 일부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것 

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디-.

이와 같이 업무 담당자들과의 회의나 인터 

뷰만을 통해 실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중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각 문제간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업무 담당자들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단계에서부터 변경관리 시스템을 운영 

하였다. 이전에 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을 통 

한 변경 요청 사항을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운영하는 취지는 

정보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것이었고, 

사용자로부터 전산인력들이 알지 못하는 문 

제점을 보고받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 

었다.

대학 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현업 담 

당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변 

경관리 시스템의 사용은 저조하였다. 예를 들 

어, 학사 행정 시스템에는 매일 사용하는 모 

듈도 있었지만, 학사일정에 맞추어 사용하는 

모듈도 있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의 경우 변경 요청이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학사 행정 시스템 

뿐 아니라 변경관리 시스템도 새로운 시스템 

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뿐 아 

니라 변경 절차에 대해 귀 찮아했으며, 불요불 

급한 부분이 아니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 본고를 작 

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사용자들은 변 

경관리 시스템을 기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를 확인하고 다른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챙김 이론의 조언처럼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항상 현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작업해야 

함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임하는 것은 매우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 대학에서는 정보시스 

템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이후 사용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 

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하지만 의도했던 

성과를 얻기 위해 사용자들 모두가 운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등의 적 

극적인 시스템 개선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용자들을 강제적 •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했다.

4.2.4 복원에 중점

복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조직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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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사전에 고 

려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 

속하게 해결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는 또 다른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7]. 이것은 항상 문제 

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조직을 유지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 

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례 대학에서도 정보시스템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정보시스템 사용 초기라 

는 이유도 있었지만 수강신청을 우同서 두 

차례 가상적인 부하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설정을 최적의 상태 

로 조정하였고 실제 수강신청도 동일한 환경 

에서 진행하였다. 사례 대학은 수강신청을 학 

년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강신청은 무난히 진행되었다. 사소한 

오류들이 발견되었지만, 대기 중이던 개발자 

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였다. 하지 

만 두 번째 수강신청 진행에서는 한 시간 가 

량 수강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로 확인되었고, 아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다첫 번째 수강신청이 무사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학년의 수강신청도 잘 

진행되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혹시 다른 문제 

로 인해 수강신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때 

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대기 중이 

었고 한 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기 

서 정보시스템 실패에 대응한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이끄는 여러 원인들이 존재 

할 수 있고, 그러한 실패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시스템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준비 단계에 

서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철저한 관 

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어 

렵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복원하는 

데 시간이 짧다. 또 어떠한 문제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도 신속하게 이 

루어진다. 하지만 소수의 현업 담당자들이 사 

용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이러한 관심에서 밀 

려나기 쉽다. 문제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더라 

도 모든 영역에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 발생에서 

복원까지 시간이 비교적 길게 걸리며, 허술히 

관리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차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 

응하여 복원하는데 마찬가지로 긴 시간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례 대학에서는 정보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과 결과물을 문서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 

용자 업무의 변화나 문제의 발생에 대해 적 

절히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예 

를 들어, 개발자들이 작성하는 업무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업무 변화나 문제 발생에 대응 

한 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상세히 덧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차후 사용자 요구 수용이나 문 

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정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인해 길어졌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스템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다 정확히 파 

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시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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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 발생시 복원에 대한 사례 대학의 반 

응은 변화나 문제에 노출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과 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례 대학의 경우 문제에 대응할 추가 

적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준비를 갖추는 점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준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복원 

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 

히 대다수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들의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4.2.5 전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위임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직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경 

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것 

이 마음챙김 이론의 조언이다[27]. 사례 대학 

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TF팀과 

종합정보지원실을 중심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졌다. 종합정보지원실에서 프로젝 

트에 참여하고 있는 전산인력들의 의견을 중 

심으로 하여 TF팀의 의견을 듣고 개발업체 

와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TF 

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기존 업무에 대한 

전산인력들의 의견이 과거 편향적일 수 있다 

는 이유에서였다. 즉, 기존 업무를 그대로 새 

로운 시스템에 옮겨 놓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였다. 대부분의 기술적인 의사결정들은 종합 

정보지원실의 전산인력들의 의견을 반영하였 

다. 이는 문제 발생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적 

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직접 의사결정하 

는 구조가 바람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사결정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 

에 아무리 작은 문제여도 전산인력들이 직접 

의사결정하고자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전문 

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상위 직급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프 

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변화로 

인한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전산 

인력들의 지식과 경험은 여러 차례의 조율과 

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개발 

업체가 대학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업체가 

발견된 문제의 해결에 더 좋은 해답을 갖고 

있었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테스트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많은 문 

제가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과 개발업체 간에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으나 개발업체에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개발업 

체의 기회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TF팀 구성원 중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들에게 발견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문제가 두드러진 시점은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개발업체의 입장에 

서는 우수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 

지만 이를 적용하는 비용을 고려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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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례 대학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 초반 

대학 전체의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 관 

리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단순화된 의사소통 

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개발업체의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의사결정은 대 

학의 이익보다 개발업체의 이익에 따를 것이 

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 

는 것은 어려웠다. 사례 대학에서는 전문성 

있는 교수들에게 일정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다.

5. 논의

사례 대학의 행정정보시스템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마음챙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노 

력과 결과는〈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자세는 몇 가지 긍정적 

〈표 1＞ 사례 대학의 마음챙김 실천 및 결과

구 분 마음챙김 실천 건과

1.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

① 개발방법론 변경 : 

프로토타이핑에서 

시스템개발수명주기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에 더 많은 시간 소요

T 사용자들의 요구 수용

i 테스트 기간 및 시범 운영 기간 부족

② 사용자 참여 유도 사용자 참여 부진

③ 경영층의 이해 및 지원 유도 프로젝트 기간 중 인사 이동

④ 변화 관리 염두 2회에 그친 현업사용자 교육

2. 단순화에 

대한 저항
① 심도 있는 업무 분석

개발방법론 변경으로 인한 시간부족

T 의사소통 단순화（초기 이후）
•T 구현 무렵 실제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 

사항 발생

3. 실제 운영에 

대한 관심

①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업무 분석 시 모든 이해관계자 소집

— 부분적인 운영 개선에 그침

② 변경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참여 미흡（초기）

T 활발히 사용 중（현재）

4. 복원에 중점

① 수강신청 시스템 가상 

부하테스트

1차 수강 신청 성공

T 2차 수강 신청 에러 신속한 복원

② 신속한 복원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개발업체가 초기 업무 매뉴얼 작성

一＞ 오류 대응 방법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업무 매뉴얼 제공

5. 전문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① 전문성 갖춘 전산인력 의견 

중심

상위 직급에서 의사결정

T 전산인력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② 개발업체의 전문성 활용

개발업체에 의사결정 위임 불가（이유 : 

개발업체의 기회주의 행동을 방지할 제도 

부재）

T 개발 경험 있는 교수들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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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변경관리 시 

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제 

운영 상황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화하여 신속히 보고받을 수 있었다. 수 

강신청 등의 사례에서는 사전 가상 테스트와 

문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여 

실제 문제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 

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었다. 또 

한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에서 벗어나 오류 

대응 방법과 수정사항을 반영한 신개념의 업 

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실제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도했던 마음챙김의 자세를 제대 

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실패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관리하였다고는 

하지만 경영층의 지원과 사용자의 참여를 이 

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한 몇몇 

실천도 있었지만, 경영층을 포함한 사용자들 

의 실제 행동을 보면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개발과 그 성패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변화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진행과 

정에서 의사소통이 단순화되어 결과적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단계에서 많은 수정이 

요구되었던 것도 마음챙김이 제대로 실천되 

지 않은 결과였다.

본 사례 대학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마 

음챙김의 관점은 연구대상에 대해 전체적이 

고 포괄적인 차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마음챙김 관점 자체가 정보시스템 개 

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 관점은 정보시스 

템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마음챙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집중적 관심, 단순화에 대한 저 

항, 실제 운영에 대한 관심, 복원에 중점, 전 

문 지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위임 등의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은 본 사례 대학의 분석에서 

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보시스 

템 개발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접근이 갖 

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고 있다.

여러 이론들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설명 

하고 여러 처방들을 제공하지만, 이는 마음챙 

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단편적일 수 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용과 관련된 관점 

[8],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프로 

젝트 관리 차원의 논의[18],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9], 그리고 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 

치적인 관점U7] 등은 마음챙김 관점과 비교 

할 때 매우 지엽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최고경영자의 지원은 정보시스템을 

성공시키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21], 만일 최고 

경영층이 강력하게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제 

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또는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제공된 

다든지, 조직 내외에 정치적인 큰 변화를 가 

져오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의 한 측면만을 

설명하는 이론들로 복합적인 문제를 설명하 

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존 이론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의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과 

정을 분석하는 데 마음챙김 관점을 적용하였 

고, 다른 여러 이론들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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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더 포괄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었 

다. 예컨대 다른 여러 이론들에서 정보시스템 

성공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 최고경 

영층과 사용자의 관심이나 변화관리 등의 필 

요와 매우 구체적인 형태의 조직적인 준비와 

의사결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음챙 

김 관점은 과정 지향적이어서 한 번의 성공 

보다는 지속적인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함의 

를 제공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보시스 

템의 성공은 시점과 관점의 문제일 수 있다. 

정보시스템은 개발 과정에서부터 사용과 폐 

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마음챙김의 관점은 이러한 

과정적인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챙김 관점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원 

에서 비판이 있고, 각 실천방안이 서로 배타적 

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또 각각의 요인들 간 

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단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22]. 즉, 방법론적 엄 

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본 연구 

를 통해서 볼 때 집단적 마음챙김의 관점은 

현실적인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시스 

템 연구와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 연구에 

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 

침하고 있으몌23], 나아가 Valorinta[24] 는 마 

음챙김의 인지적 과정과 실행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은 

마음챙김 관점의 현실적 타당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의 관점 

이 유지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을 회복하 

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요구되었다. 이는 마 

음챙김의 자세가 규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 

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 사례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조직의 마 

음챙김 자세 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 

었으나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 

개발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 

만 마음챙김의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사 

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결국 실패 

로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챙김의 

자세는 정보시스템을 성공으로 이끄는 충분 

조건은 아닐 지라도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 

라고 할 것이다.

6.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6.1 이론적 시사점

첫째, 기존의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마 

음챙김의 자세가 필요함으로 역설하는 데 그 

쳤지만, 본 연구는 실제 정보시스템 개발 과 

정에 마음챙김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시스 

템 분야에 마음챙김 이론을 적용한 Butler 

and Gray[기는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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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모델을 제시하는 그쳤다. 하 

지만 본 연구는 마음챙김의 실행 방안을 실 

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례에 적용하 

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적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 

점이 있다.

둘째, 집단적 마음챙김의 자세로 의사결정 

을 하고자 했던 사례와 실제 운영에 있어서 

파급효과를 연결하여 확장하였다는 데 또 다 

른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주요 사항을 마음챙김의 관점에 

서 분류하고, 이러한 자세가 실제 운영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집단적 마음챙김 

의 실행방안 뿐 아니라 사례 대학에서 발생 

하는 마음챙김의 상황,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 

른 상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 

크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실행 방안, 마음챙 

김 상황 그리고 실제 운영의 파급효과로 이 

어지는 프레임워크는 마음챙김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정보화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을 갖춘 신뢰성 높은 조직의 의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마음챙김 이론에서는 완전한 

조직이 아닌 불완전한 조직을 전제하고 있다. 

즉 끊임없는 성공만을 주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조직의 현 

실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다 본 사례 연 

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챙김의 자 

세를 갖는 대학 정보화 프로젝트란 오류나 

실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패의 가능성 

을 받아들이지만, 이를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이며 신뢰성 높은 

조직이란 한 순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오류나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끊임없는 

마음챙김의 자세를 유지하는 정보화 조직이 

라는 점을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 실무적 시사점

첫째, 대학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화부서 만이 아닌 조직 전체가 마 

음챙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 

정보지원실에서 주도하여 마음챙김의 자세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였지만, 정보시스 

템에서 다루는 업무 영역이 대학 업무와 관 

련되기 때문에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닌 전사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특성상 자 

원（시간,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정보화 프로젝트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 개발의 신뢰성과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음챙김 자세를 갖춰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챙김의 자세는 성공적 

인 실행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의 태도를 갖추는 것은 장기 

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관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의 역할 

을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적 마음 

챙김의 자세를 전제하는 상황에서 조차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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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도 마음챙김의 자세는 필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마음챙김의 자 

세를 구성원에게 심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교 

육을 하고, 이러한 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음챙김의 자세를 유지하되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이를 융통성 있게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게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위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 

기 위해 학내 구축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수 

가 감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학 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던 외주업체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견 

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조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구조나 문화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측 

면에서 마음챙김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 개발의 성 

공과 실패 사례를 마음챙김의 자세를 갖추거 

나 그렇지 못한 조직을 비교하여 제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 

가 집단적 마음챙김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지 

는 과정을 조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사례는 대학 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개 

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 관 

점에서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실제 

운영 기간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 

템 구축 전후 마음챙김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7. 논문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향후 연 

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집단적 마음챙김의 자세에 

초점을 두고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을 살펴보 

았다. 따라서 개인적 마음챙김의 자세를 고려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 

단적 마음챙김과 개인적 마음챙김 자세를 동 

시에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필 

요한 마음챙김의 자세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은 대 

학 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을 마음챙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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