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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외국의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하, 

였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이 전략적 계획의 핵심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은 도서관 발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견인하는 전략적 계획의 성격보다 일상, 

업무로서의 도서관 운영계획의 성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키워드 전략적 계획 장기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평가 장기발전계획 평가 대학도서관: , , , ,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long-term plans of academic libraries to raise their usefulness at universities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evaluation of strategic plans, and drew an evaluation

guideline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s of strategic plan of academic library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checked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evaluated

how much the core elements of strategic plan are reflected in the long-term plans. As the result,

it has come out that there are mor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plans as routine services than those

of strategic plan as long-term view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in the long-term

plans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Keywords: Strategic plan, Long-term development plan, Strategic plan evaluation, Long-term 

development plan evaluation, Academ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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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의 심장’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함께 성. 

장하기에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동반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대학, . ｢

도서관진흥법｣1)에서도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 시. , 

행 이전에도 국내의 여러 대학도서관들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준하여 명목적인 발전계획 문서를 

작성하고 제시하여 왔다 서구 대학의 경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대체로 . , ‘전략적 계획’이라

는 이름으로 천명된다 반면 국내 대학의 경우 대학도서관 계획으로 주로 . , , ‘장기 발전계획’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2)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하여 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 

전략적 계획 수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 수립이. , 

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계획 수립은 매우 시간을 소모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기술과 사회문화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예측 자체가 불

가능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략적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사명을 천명하고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조직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구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 

례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전략적 계획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 

도서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계획 없이 년 단위의 업무계획을 세우고 주로 이러한 단1

기적인 운영계획에 의존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은 매. 

년 도서관운영 예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년 단위의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1 ,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단계적 전략과 같은 가

시화된 청사진이 없으므로 대학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학도서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장과 사서들이 도서관을 둘러싼 

1)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 호 제정 제 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대학의 장은 종합 [ 13222 , 2015.3.27 ] 9 ( ) ①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 제 항에 . 10 1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1 · .② 

2)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 조사 결과에서 국내 대학도서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작성한 계획 문서에 대하여  , 

‘전략적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한편 국내 학계의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 , ‘전략

적 계획’과 ‘발전계획’을 같은 개념의 다른 이름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 . Pacios(2004) ‘전

략적 계획(strategic plans)’과 ‘장기발전계획(long-ranges plans)’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였는데 대학도, 

서관에서는 주로 전자를 사용하였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후자를 계획 문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 그러나 명칭의 차이 외에 발전계획 문서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해외의 경우. . , , ‘장기발전계획’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도 사실상 , ‘전략적 계획’의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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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도서관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상 필, , 

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각자의 업무를 평가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갱신할 때 참

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가 필요한데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작, 

성된 문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주는 변화에 사서들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질문들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다 즉. , “대학도서관이 속한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

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서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대학 내에서 사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정립해야 하는가?”, “대학도서

관과 사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어느 범위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등과 대한 질문이다 .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성문화된 큰 그림이 필요하다 도서관장과 관리자급 사서들은 사서들과 직원들이 .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도서관 내부 조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경영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때 출발점은 도서관 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다 이러한 환경 분석을 토대로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수립한 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 ,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략적 계획 수립의 일반적인 과정이다(Moran, Stueart, 

이처럼 전략적 계획에는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조직의 사명과 비전이 Morner 2013). ,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전략적 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이, . 

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생산된 장기발전계획 문서의 유용, 

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이 도서관의 장. , 

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목적 목표 실행계획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가, ,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발

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관련. 

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 , 

구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외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평가 방법에 근거하, 

여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이 전략적 계획의 핵. 

심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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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Ⅱ

어느 곳에서나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벤치마킹 또는 유

관 기관의 관련 성과물을 참조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모방은 예외가 아니. 

다 전략적 계획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 

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전략적 계획 수립의 과정이나 절차 보다. 

는 전략적 계획이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합의된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각 구성요소

는 어떠한 속성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선행 연구 조윤희 김남숙 를 보면 해외 대학도서관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 2005; 2013) , 

략적 계획 문서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윤희 는 웹에서 수집 . (2005)

가능했던 해외 대학 개의 전략적 계획 문서를 대상으로 계획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 43

요소를 사명 비전 가치 환경분석 목적 및 목표 전략 조치 등으로 그룹화하여 이들 용어의 , , , , , , 

문서 내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략적 계획 문서를 작성할 때 사명 비전 가치. , , , 

목표 전략 목적 등을 핵심 내용 요소로 정의하고 환경 분석 핵심성공요인 및 평가지표 실, , , , , 

　 내용 요소 출현 비율

1 목적(goals, aims) 86.0%

2 사명(mission statement) 65.1%

3 비전(vision statement) 65.1%

4 전략(strategies, initiatives) 53.5%

5 목표(objectives) 41.9%

6
환경 조사 분석 이용자 피드백, SWOT , 

(environmental scan, SWOT analysis, customer feedback)
34.9%

7 전략적 논제 핵심성공요인, (strategic themes, critical success factors) 34.9%

8 핵심가치(core values) 32.5%

9 조치(actions) 32.5%

10 성공지표(success indicators, performance indicators) 23.3%

11 책임(responsible) 20.9%

12 실행일(dates of fulfillment) 20.9%

13 비용 예산, (costs, budget) 18.6%

14 이론적 근거(rationale) 6.9%

15
기대 논평 결론, , (expectation, commentary, challenges ahead, university future, 

conclusion)
6.9%

16 핵심 가설(key assumptions) 4.6%

17 실행계획 프로젝트, (action plans, projects) 4.6%

표 해외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요소 조윤희 < 1>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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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및 조치 자원 활용 등을 전략적 계획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 

한편 김남숙 등 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 (2013)

략적 계획 문서의 내용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 개 도서관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 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한 사서들의 인식. 120 65

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표 에서 보는 것처럼 비전 사명 분석과 같은 전략적 , < 2> , , SWOT

계획 문서의 핵심 내용들이 전체 구성 요소 중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발간되고 공표된 해외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문서가 해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략적 계획 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적 요소에 대한 우리나라 ,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략적 계획 작성의 . 

출발점이 되어야할 사명이나 비전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간과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사서들이 사명감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이용자를 대. 

하고 이용자들도 그러한 사서들의 역할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사회에서 대학도서, 

관의 사명과 비전이 미래지향적 용어로 성문화되고 천명될 필요가 있다. 

　 구성 항목 기 수립 　 구성 항목 진행중 계획중/

1 전략 또는 주요과제 100% 1 현황 93%

2 목표 또는 목적 100% 2 목표 또는 목적 93%

3 실행과제 100% 3 수립배경 환경, 90%

4 수립배경 환경,   96% 4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90%

5 현황   96% 5 전략 또는 주요과제 87%

6 비전   96% 6 실행과제별 추진방법 87%

7 실행과제별 추진방법   96% 7 비전 83%

8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96% 8 실행과제 83%

9 실행과제별 기대효과   92% 9 실행과제별 기대효과 83%

10 사명 미션( )   76% 10 사명 미션( ) 63%

11 분석SWOT   68% 11 실행과제별 예산 60%

12 실행과제별 주관부서   68% 12 실행과제별 평가지표 53%

13 실행과제별 예산   52% 13 분석SWOT 43%

14 실행과제별 평가지표   36% 14 가치 43%

15 가치   32% 15 실행과제별 주관부서 37%

표 국내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 문서의 구성 항목 및 구성 항목 중요도에 대한< 2> 

사립 대학교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조사 결과 김남숙 외  ( 2013)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4 )․

- 556 -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의 저조한 인식이 대학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 문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 공립대학교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집하여 이러한 장기발전계획 문· , 

서가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분석. Ⅲ

전략적 계획에 관한 국내 논문에서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가 없었다 대신에 주로 전략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전략적 계획 문서가 어떠한 구성 요소를 . 

갖추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론적인 연구가 많았다 반면에 해외 논문의 경우에는 관종별 도서. 

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계획의 평가를 시도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전략적 계획에 관한 국내외 모든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둘러싼 변화하는 환경에 도서관이 

적절히 대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경영관리 측면에서 전략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특히 해외 연구의 경우 전략적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 , , 

에 있어서 사명 비전 실행계획 등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공유가 도서관 경영관리에, , 

서 전략적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 

연구에서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초점을 둔 논문보다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에 대한 당위성, 

과 실행 방법론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는 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전략적 .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검토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 

해외의 경우 국내와는 대조적으로 전략적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관종별 도서관에서 생산된 전략적 계획 문서 그 자체에 대. , 

한 평가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에 국내 대학도서관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작성하는 발전계획이 수동적이고 관행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 

않고 도서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 ‘청사진’과 실천력을 가진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1. 

전략적 계획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략적 계획의 정의 및 수립과정 도서관 운영에서 , 

사명과 비전의 중요성 해외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내용 분석 전략적 계획 문서의 구성 , , 

요소 전략적 계획 내용의 평가에 관하여 다루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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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는 한국 대학도서관이 조직개발과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2003)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 전략적 계획의 개념과 수립과정에 대하여 제시하, 

였다 전략적 계획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 

정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사례에 근거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 

환경을 고려한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수립 방안을 가지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5 . ,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개별 도서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계획을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 

게시할 경우 사명과 비전 목적과 목표 대응전략 순으로 배치하고 전략적 계획 문서를 여러 , , 

경로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곽동철 은 전략적 계획의 요소 중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된 사명과 비전은 구성원들(2003)

이 관장과 상급직원들의 지시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터득하게 해주

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사명과 비전의 수립 절차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의 사명과 비, , 

전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사명과 비전을 도서관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사. , 

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 기법 등을 결합하고 도서관의 전체적 업무과정과 조화를 , , 

이루도록 하고 도서관장은 사명과 비전을 내외부에 공표할 것을 제언하였다, . 

조윤희 는 대학도서관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2005)

계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문서를 대상으로 관련 . , , , 

단어의 출현 빈도를 비교 분석하여 전략적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요소

와 내용적 요소를 정의하였다. 

노동조 는 미래지향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현재의 여건에 대한 진단과 분(2006)

석을 바탕으로 드러난 사실을 미래의 영향 요인에 투영시켜 미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 

발전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보다는 수립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문서를 평가하는데 초점

을 두고 발전계획 문서의 측정과 평가를 위하여 행정학 분야에서 선거 공약을 평가할 때 적용

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는 구체성 측정가능성SMART . SMART (Specific), (Measurable),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 을 의미한다(Achievable), (Relavant), (Timed) .

김남숙 등 은 대학도서관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의 모델을 제시하(2013)

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문서의 구성 형식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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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2. 

외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전략적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 . 

종별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계획 문서의 평가를 다룬 연구 전략적 계획과 장기발전계획, 

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수립된 전략적 계획의 주기적 갱신에 대한 연구 전략적 계획의 수립 , , 

및 시행과 관련하여 사서들의 인식 공유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있다. 

는 전략적 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비교하면서 구성형식과 내용에서 양자의 Pacios(2004)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그는 미국 영국 호주의 공공도서관 개. , , 34

관과 대학도서관 개관의 관련 계획 문서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31 . 

문헌연구를 통하여 용어의 변천사와 구성 형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이 장기발전, 

계획보다 발전된 개념이며 전략적 계획에서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에 , 

의한 미래 계획이 이루어짐을 조명하였다 또한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사고방식과 . 

비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집된 전략적 계획 문서와 장기발전계획문서를 대. 

상으로 각 문서에서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학도서관은 전략적 . , 

계획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공공도서관은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과정에 필요한 요소와 이 계획이 성공하기 McNicol(2005)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영국 대학도서관의 관장 및 선임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

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전략적 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성공요인은 도서관 직원들의 참. , 

여 전략적 계획의 대외적 홍보 모기관 대학 의 계획에 대한 밀접한 연계 등으로 밝혀졌다, , ( )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 정확한 목표의 설정 모기관의 활동에 , , 

대한 도서관 직원의 더욱 적극적이고 폭넓은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의 연구는 네덜란드 노트르담 대학의 도서관 전략적 계획이 대학이라는 상Ladwig(2005)

위 범주에서의 전략적 계획에 얼마나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 

위하여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어 약 개월 반 동안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 2 . 

수립의 절차적 측면과 내용 구성적 측면을 전략적 계획의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이러. 

한 평가를 통하여 전략적 계획 수립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도서관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

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계획을 이미 .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의 현실 적용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

였다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 대학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 문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과 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년대 들어 크게 활성화Brown Gonzalez(200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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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 주목하고 대학도서관에서의 전략적 계획의 영향과 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은 전략적 계획의 기원과 활용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전략적 계획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에서의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체 구. 

성원의 인식 공유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전략적 계획이 대학도서관 운영에 효. 

과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전략적 계획이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정치적 영향, , 

력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이나 도서관 운영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긍정적 영, 

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의 경험적 증거들이 대학도. 

서관 간에 공유되고 전략적 계획의 적용과 새로운 비전 창출을 위한 경험들이 공유되어야 함

을 제언하였다.

은 의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략적 계획 문서를 웹사Piorun(2011)

이트에서 수집하고 리뷰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개인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각 의학도서관이 . ,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 절차를 적, 

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략적 계획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략. ,  

적 계획이 도서관 경영관리의 도구로써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제

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도서관 관리자들이 전략적 계. 

획 과정에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등 은 도서관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Staley (2011) , , , 

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서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년 미국대학도서관협의회2011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는 기술 교육 학술커뮤니케이션 사회 영역에서 향후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ACRL) , , , 15 26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오하이오 대학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각 시나리오에 . 

대하여 향후 발현 가능성과 오하이오 대학도서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하게 하고 그

룹 토의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토의 과정은 오하이오 대학의 도서관 전략적 계획 팀에게 도. 

서관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어날 수 있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나리오를 이용한 대학도서관 구성원 사이의 토론은 도서관의 미래에 영향을 ,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서들과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매우 적합한 방법

임이 확인되었다. 

과 는 도서관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Buchanan Cousins(2012)

략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들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수립된 전략적 계획이 내용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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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획의 평가 방법에 관심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가운데 교육학 분야에서 , 

다루어진 대학의 전략적 계획 평가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의 개발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개 공공도서. , 28

관의 전략적 계획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 중에 개의 전략적 계획이 불완전하고 상. , 28 17

호 모순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전략적 계획 . 

문서의 완결성 명확성 구체성 조직성 지속성 도서관 서비스와의 전반적인 연계 등이 개선, , , , , 

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 

두고 진행되었다.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와 평가 방법. Ⅳ

전략적 계획의 핵심 구성요소1. 

전략적 계획에 관하여 논의할 때 사명 비전 목적 목표, (Mission), (Vision), (Goals), 

실행전략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전략(Objectives), (Action Plans) . 

적 계획 과정에서 각각의 독립된 구성요소이며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략, . 

적 계획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에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비전 목적 목표 실행전략을 전략적 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 , , , , 

보는 데는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Buchanan, Cousins 2012) 

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내포해야 하는 속성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가 사명. (Mission)

사명은 전략적 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사명에는 조직. 

의 존재이유가 우선적으로 표현된다 조직 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성찰하고 토론한다. ‘사명의 천명(Mission Statement)’에는 조직의 존

재 이유와 조직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고 고무적인 문장으로 표현된다 또한 . 

사명에는 조직의 고유한 전통이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함축적인 문장이 제시된다 사. 

명에는 조직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어야 하고, , ,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대적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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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전. (Vision)

비전은 조직이 바라보는 미래이며 조직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시하는 전망이다 또한 비전, . 

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비전의 선언(Vision Statement)’은 조직이 나

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청사진이다 따라서 비전은 . 

조직이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지침이 된다 조직의 발전적. 

인 미래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으려면 비전의 , 

내용이 명확하고 고무적이며 도전적이어야 한다. 

다 목적. (Goals)

목적은 사명과 비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조직이 일정 기간에 걸쳐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한 것이다 목적은 조직의 방향성 개발 주도성 등을 표현한다 또한 목적은 . , , . 

성취지향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는데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하며 여러 표적들을 포괄적으로 , , , 

연결하여야 한다 목적은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에 요구되는 기대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 

있도록 유연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목적은 목표를 수행함으로. 

써 달성 가능하며 목표에 대하여 상위의 목표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

라 목표. (Objectives)

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표적들(short-term 

로서 조직이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목표는 targets) . 

반드시 실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하며 실행 가능해야 한다 즉 목. , 

표는 시한과 단계를 제시하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 

을 제시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조직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지와 모 . 

기관의 사명을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목표는 목적에 대하여 . ‘하위 목

적’으로도 불린다.

마 실행계획. (Action Plans)

실행계획은 활동 이나 과업 으로도 해석되며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activities) (tasks)

한 구체적인 단계로서 전형적으로 과제 와 같은 목표 활동을 말한다 실행 계획(project plan) . 

은 장기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년이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적 활1

동 계획으로 반복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많은 업무나 작업이

다 실행계획은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을 명시하는데 각 과업에 책무 예산 시간. , , , 

을 규정한다 이러한 실행 계획은 반드시 장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연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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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 은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가 담보해야할 주요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3> .

구성요소 주요 속성

사명

(Mission)
존재 이유 목적의식 표적 명기 고객 지향  , , , 

비전

(Vision)
방향타 제시 영감을 줌 도전적임 명확성  , , , 

목적

(Goals)
성취할 목표 제시 명확성 변화에 대처 가능 상하 구성요소 연결  , , , 

목표

(Objectives)
목적 구체화 명확성 측정 가능 시간계획 포함 , , , 

실행계획

(Action Plans)
측정 가능 시간계획 포함 여타 요소와 연계 가용 자원 반영 , , , . 

표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소와 속성< 3> 

전략적 계획의 평가 방법 2.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적용된 방법은 대체로 전략적 계획 문서를 , 

분석하거나 전략적 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

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 는 종전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전략적 계획을 . Buchanan Cousins , 

평가하기 위하여 ‘루브릭(rubric)’3)이라는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과 는 영. Buchanan Cousins

국 공공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을 만들기 위하여 와 , Chance Williams

가 개발한 루브릭을 일부 수정하였다 와 의 루브릭은 고등교육 기관의 전략. Chance Williams

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 연구팀과 와 연구팀은 두 팀 모두 전략적 계획을 Buchanan Cousins Chance Williams 

평가하기 위하여 루브릭 분석법을 적용하였지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략적 계획의 구성요, 

소에서는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과 연구팀은 전략적 계획의 여러 가. Buchanan Cousins 

지 구성요소 중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 개 항목만을 (core components) 5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와 연구팀은 과 가 제시. , Chance Williams Allison Kaye(2005)

한 전략적 계획의 내용 목차에 근거하여 서문부터 부록까지의 모든 구성요소 서문 실행내용( , , 

3) 루브릭 은 학습자의 학습 결과물이나 학습 성취 정도를 구체적인 준거에 따라 목록화하여 점수화하기 위(rubric)

한 일종의 채점표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습 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잘 구성된 루브릭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양희모 황선영 루브릭은 채점가이드. ( , 2014). (scoring 

채점 루브릭 평가 루브릭 으로도 불린다 이인영 guide), (scoring rubric), (assessment rubric)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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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천전략 부록 등 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 ) .  

와 는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적합한 분석법으로 루브릭을 택하였다 왜냐Chance Williams . 

하면 루브릭을 통하여 전략적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 범, 

주간의 관계를 도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루브릭을 통한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 

서는 복잡한 측정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 과정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와 가 개 대학의 전략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루브릭 지표는 아래Chance Williams 2

와 같은 가지 질문에 따라 만들어졌다5 . 

첫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 단계의 위치 점검, ? ( )

둘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의 방향성, ? ( ) 

셋째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목적 성취의 방법, ? ( ) 

넷째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추진 방향의 점검 방법, ? ( ) 

다섯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적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인가 목표추구의 지속 방법, ? ( ) 

와 는 각 구성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구성요소의 개별 점수와는 별개로 Chance Williams , 

전략적 계획 전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그들은 가지 척도를 . 4 ‘Excellent’, ‘Good’, 

‘Fair’, ‘Inconsequential’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점수로 점을 배정하였다 전략적 3, 2, 1, 0 . 

계획의 단위별 구성요소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다른 구성요소와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 우수Excellent( )’ 구성요소들이 대체로 제시되었지만 불완전하거나 다른 구성요소와 ,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 양호Good( )’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 , 

‘ 미흡Fair( )’ 구성요소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 ‘ 매우 미흡Inconsequential( )’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과 는 전략적 계획의 전체 수준 계획의 완결성 및 질적 수준 을 , Buchanan Cousins ( )

평가하기 위하여 개 항목의 개별 구성요소마다 최고 점을 주고 총점을 점으로 하였다, 5 3 , 15 . 

계획 전체의 질적 평가를 위한 점수 구간으로 는 , 14~15 ‘ 우수Excellent( )’ 은 , 9~13 ‘Good

양호( )’ 은 , 4~8 ‘ 빈약Poor( )’ 은 , 0~3 ‘ 결핍Absent( )’으로 설정하였다 평가 척도의 간격이 .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있으나 점수 구간을 구분하여 적절한 등급을 주는 효과는 있다 이, . 

처럼 과 는 루브릭을 활용하여 구성요소별로 평가 대상에 점수를 부여하Buchanan Cousins

고 총점을 내어 계획 전체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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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 Williams Buchanan & Cousins

평가 요소별 점수 평가 요소별 점수 종합 점수

Excellent 3 Excellent 3 14~15

Good 2 Good 2 9~13

Fair 1 Poor 1 4~8

Inconsequential 0 Absent 0 0~3

표 전략적 계획 평가 척도< 4> (Chance & Williams vs. Buchanan & Cousins)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와 연구팀과 과 연구팀Chance Williams Buchanan Cousins 

의 루브릭을 참고하여 표 와 같은 한국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루브릭 , < 5>

평가표 안 을 작성하였다 각 구성요소마다 최고 점을 주고 개 구성요소별 점수를 합산하( ) . 3 , 5

여 총점 만점 점 을 내고 총점이 점이면 ( 15 ) , 14~15 ‘우수’ 점이면 , 9~13 ‘양호’ 점이면 , 4~8

‘미흡’ 점이면 , 0~3 ‘매우 미흡’을 부여한다. 

평가 구성요소별 점수 개 구성요소 총점5

우수 3 14~15

양호 2 9~13

미흡 1 4~8

매우 미흡 0 0~3

표 한국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평가 안< 5> ( )

전략적 계획의 평가 결과. Ⅴ

여기에서는 위에서 만든 평가 안 을 가지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 )

도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대내외 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을 가진 도서관들을 살펴보. 

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국 공립대학교의 도서관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한국교육, · . 

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을 검색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역사가 비슷한 개 국공립RISS4U , 8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 문서를 수집하였다.

개 발전계획 중에 개가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년에 걸친 계획의 범위를 제시하였고8 5 10 , 

개가 단기 또는 중기에 해당하는 년 년 년에 걸친 계획을 포함하였다3 5 , 6 , 8 .4) 발전계획 문서의  

4)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A (2005~2014), B (2011~2020), C (2003~2012), D (2008~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2015), E (2004~2013), F (2013~2017), G (2008~201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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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대부분이 페이지 내외였지만 페이지 이상인 곳도 곳 있었다 만들어진 발전계획100 250 1 . 

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가대상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 

조사한 결과 발전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 

사명1. 

사례 도서관 곳 중에서8 , ‘사명’을 표제를 붙여 정의하고 있는 곳은 곳뿐이었고 나머지 2 , 

곳은 기관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명 선언문이 누락되어 있었다 사명 선언문을 제시한 군데6 . 2

는 사명 선언문이 내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었다 사명 항목에서 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점수는 점 만점에 점을 기록. 8 3 0.5

했다.5) 비록 일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이지만 사명 선언문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은 대 , 

학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존립목적을 도서관의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 

대학도서관이 가져야 할 경영철학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 

국내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 문서에서 도서관의 ‘사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 ‘사명’이 함축하는 대학도서관 존립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 굳이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 ‘기본시설’임

을 대학 구성원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거나 사명을 천명해야할 필요성

을 간과하고 있거나 대학도서관의 , ‘사명’을 도출하는 과정을 도서관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영리기관은 물론이고 비영리기관에서 많은 조직. , 

이 각자의 ‘사명’을 천명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구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적 계. 

획을 천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사명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의 장기, 

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국내 대학도서관이 장기발전계획에서 , ‘사명’을 명기하는 것

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비전2. 

전략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명과 비전을 천명하는 것이다 즉. , 

사명과 비전은 전략적 계획 수립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곽동철 은 . (2003)

(2010~2015).

5) 가 년도에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략적 계획 연구에 의하면 영국 사기업의 미국 기업 Koch 2000 , 10%, 

의 일본 대기업의 가 명확한 의미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과 의 연구 20%, 50% (Buchanan Cousins

재인용p. 129 ). 

6)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과 가 평가대상으로 했던 영국 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에 해당하 , Buchanan Cousins 32 20

는 가 사명 선언문을 전략적 계획 발전 계획 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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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사명 및 이상 수립에 관한 고찰에서 도서관 경영관리에 있어 사명과 이상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 대학도서관 사례를 보면 비전 제시는 평가 기관 개 모두 제시. 8 , 8

하고 있으나 한 곳의 경우 ‘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추진배경 및 목표’라는 표제 

밑에 비전에 해당하는 문구를 도표화하여 나타냈다 개 대학도서관 중 곳의 비전이 . 8 3 ‘양호’

에 해당하는 점을 받았는데 나머지 곳이 제시한 비전은 영감을 주거나 도전적으로 표현되2 , 5

지 않아 점씩을 받았다 그 결과 비전의 평균은 점 만점에 점을 기록했다1 . 3 1.4 .

비전 선언문

도서관A 멀티환경의 멀티 서비스를 위한 연구정보 시스템 구축

도서관B 국내 위권 대학도서관으로의 도약10

도서관C 세기 초일류를 지향하는 대학도서관 구축21

도서관D “Global Vision 2015” 실현을 선도하는 도서관 

도서관E 대학의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

도서관F 대학발전을 견인하는 전문지식의 Global Hub

도서관G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의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서관

도서관H 지식정보의 평생 도서관Partner, 

표 국내 개 대학도서관 장기발전계획서에 표현된 비전< 6> 8

목적3. 

국내 장기발전계획 문서의 내용 중에 명확한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의 발전계획에서 목적 과 목표 가 명확한 구. , (goals) (objectives)

분 없이 모호하게 혼용되고 있었다 평가 대상 군데 모두 발전계획의 구성요소로서 . 8 ‘목적’을 

표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표제가 ‘배경 및 필요성’ 또는  ‘기본방향’이라는 표제

였다 이들 표제 아래에 표현된 기관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개 기관의 목적에 대한 . 8

평균 점수는 점 만점에 점으로서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3 1.1 . 

목표4. 

전략적 계획의 핵심 요소 중 목표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기관들이 ‘목표’라는 표제 외에 ‘전

략’이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 ‘방안’ 내지  ‘발전방안’이라는 표제를 붙여 

구체적인 성취 목표를 제시하였다 어떤 곳은 .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로 세분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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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때 ‘추진목표’의 내용 중에는 ‘목표’보다 상위 개념인 ‘목적’이 더 적합한 표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목표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설. 

정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다기보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이 많았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어서 점 만점에 3

평균 점을 기록했다2 .

실행계획5. 

실행 계획은 년이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적 활동 계획으로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1

관련된 많은 업무나 작업이다 장기발전계획 문서에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인력 등의 가용자원에 대한 고려가 제시된 문구이다 분석 사례 , .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 모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 실행 ,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점에 평균 점을 기록했다. 3 1.8 .

구성

요소
속성

A 

도서관

B

도서관

C

도서관

D

도서관

E

도서관

F

도서관

G

도서관

H

도서관

사명

존재이유·

목적의식·

표적명기·

고객지향·

0 0 0 0 0 0 2 2

비전

방향타 ·

영감·

도전적·

명확성·

1 1 1 1 2 2 2 1

목적

목표제시·

명확성·

변화대처·

연결성·

1 2 2 2 2 0 0 0

목표

목적구현·

명확성·

측정가능·

시간계획·

2 1 2 3 1 2 3 2

실행

계획

측정가능·

시간계획·

연계성·

자원반영·

3 0 2 3 1 2 2 1

합계 15 7 4 7 9 6 6 9 6

평가 미흡 미흡 미흡 양호 미흡 미흡 양호 미흡

표 국내 개 대학도서관 장기발전계획서 평가 예시< 7> 8 ( )

7) 예를 들면 , ‘도서관 가치기반 서비스 실현’, ‘이용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간 구성’, ‘지식기반 지능형 도서관 구

현’ 등과 같은 표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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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Ⅵ

이 연구에서는 국내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곳의 장기발전계획 문서를 대상으로 8 ‘전략적 계

획’ 차원에서 루브릭 평가표 안 을 가지고 평가를 시행하였다 전략적 계획의 핵심 구성요소  ( ) . 

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가지 요소 중에 5 , 5 ‘비전 목표 실행계획- - ’ 개 요소를 보편 3

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사명 평균 점 과 목적 평균 점 에 대한 서술이 가장 취, ( 0.5 ) ( 1.1 )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은 국내 대학도서관 경영관리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대학도. 

서관의 경영 철학이 취약한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장. , 

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발전계획의 가지 평가 요소 중 목표 평균 점 와 실행계획 평균 점 은 비. 5 ( 2 ) ( 1.8 )

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 , 

발전계획 문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계획이라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계획

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계획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최고점 점 중 양, 15

호 점 에 해당하는 점을 받은 기관이 두 곳이었고 나머지 곳은 미흡 점 에 해당(9~13 ) 9 6 (4~8 )

하는 점수를 받았다 평가대상 곳의 발전계획 평가 총점의 평균은 점이었다 이 연구에. 8 6.75 . 

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곳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8 , 

평가된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발전계획 문서는 대체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장기발전계획’이라는 표제와 달리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계획을 문서화한 내용

상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발전계획’은 대학도서관 경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영전략

으로서 대내외에 공표되어야 하지만 평가대상 어느 곳에서도 이를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게

시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평가도구로서 루브릭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해석 및 평가에 있어

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외국의 루브릭 평가표에서 나타난 지표와 척, 

도를 검토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안 을 도출하고 핵심 구성, ( ) , 

8) 한편 과 의 영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서도 개 기관  , Buchanan Cousins(2012) 32

중 과반수가 넘는 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문서가 불완전하고 구성 요소 간에 모순되며 조61%

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모든 구성요소 및 조건을 갖춘 전략적 계획 문서를 만든다는 것이  . ,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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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한 주요 속성을 추출하여 정의하고 각 구성요소 사명 비전 목적 목표 실행계, ( - - - -

획 별로 사례 도서관들의 발전계획 문서를 살펴보고 항목별로 주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

검토하였다 또한 사례 문서들의 구성요소별 비교 분석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 구성요소별 . , , 

평가에서 사례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과 층위를 견지하는가를 계속 점검하였다.

전략적 계획의 작성과 제시가 대학도서관 운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내

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어 확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행연구 및 . , 

사례 연구에서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도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 정치적 영향력 기술발전과 , , , 

도서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도서관 운영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수단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의 경험적 증. 

거들이 대학도서관 간에 공유되고 전략적 계획의 적용과 새로운 비전 창출을 위한 경험들이 , 

증가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앞으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태스크포스9)를 조직하여 사서들

과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도서관의 사명 비전 목적 목표 실행계획을 대외적으로 홍보, , , , , 

하고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대학의 발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 

한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 연구 전략적 계획, , 

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한 연구 등이 생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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