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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식시회에 있어서 안  리더십은 수평 , 정서 인 근, 책임감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기부여 하여 자발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 안  리더십에 한 이론  연구와 학도서 에서의 용 가능성에 한 이론  

논의는 거의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안  리더십들에 한 이론  고찰과 학 도서 에서 

지식경  패러다임 변화, 리자와 사서의 역할 변화와 안  리더십 용에 한 논의를 통해 학도서 을 

주도할 사서들의 리더십 강화를 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knowledge society, alternative leadership induces voluntary participation by motivating 

the members through horizontal, emotional approach and responsibility. There is littl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oretical research on alternative leadership and its applicability in university 

libraries.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theoretical review of alternative leadership, the 

change of knowledge management paradigm in university library, the role of manager and 

librarian, and alternative leadership application.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leadership of the librarians who will lead th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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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한민국의 학도서 은 모기 인 

학의 조직  인력 축소로 인해 사서수의 감

축, 이용자의 감소, 산의 축소 등과 같은 복합

인 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환경 변화는 지식창조의 표 인 공

간인 학도서 에서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그 동안 학도서 은 외  성장은 이루어 왔

으나 정보화 시 에 따른 교육제도의 변화와 

디지털장서의 출 , 학도서  서비스에 학생

들의 이용 행태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을 

받게 되었다(이은철, 박 정 2010). 즉, 정보기

술의 발달과 기록 매체의 변화로 이용자들의 

도서 출, 도서  방문, 홈페이지 방문 수 등이 

하게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교육학

술정보원 2015). 학도서 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빠르게 응하여 타 

종의 이용자보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도 학도서 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환경  기상황을 벗어나고 시  

흐름에 응하기 해 학은 경 분야의 평가 

 신도구를 도입하여 도서  조직을 제로 

변환․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거나 사서를 타

부서에 근시키고 비 공자를 리자로 선임

하 다(이경민 2011).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도서  조직 구성원인 사서들에게 부정 인 요

인으로 작용하여 도서  조직의 효율성을 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일반부서와의 잦

은 인사교류로 인해 사서들은 사서로서의 문

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해

야 하는 등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 고, 

도서  업무에 한 문  지식이 없는 비

공자가 일정기간 보직으로서 도서  리자로 

임명되다 보니 업무의 효율 인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학도서 은 총체 인 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도서 의 디지

털공간과 새로운 매체에 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물리 인 변화만을 추구하 으며 학도

서 의 필수 인 효율  인 자원 리와 육성, 

리자에 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유길호, 박정숙 2002).

따라서, 학도서 이 경험하고 있는 작 의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

하기 해서는 조직 인 차원에서 근본 인 변

화가 필요하다. 즉, 효율 으로 학도서 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응

하기 해서는 조직 내부 즉 조직 구성원들의 

내 인 동기부여가 키 솔루션(key solution)이 

될 수 있다. 조직이 변하는 외부환경에 응하

고 내부 으로 조직의 효율 인 리를 한 조

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해 가장 많이 고려하

는 부분이 바로 리더십이다. 과거에 비하여 구성

원들의 자율성과 능동 인 참여가 요시 되면

서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역이 상 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배려와 

소통으로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리더십은 여 히 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이정근 2012). 특히 리더십은 리를 요시 

하는 민간 리기업에서 조직의 변화에 따른 효

율 인 조직 운 과 리를 통한 조직유효성 향

성을 해 많이 연구되고 있고, 리더십과 조직유

효성과의 계에 해서 많은 연구에서 그 정

인 향에 해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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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 인 리더십 이론들은  조직

을 둘러싼 환경과 조직구성원의 내  변화의 

해결방안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에 착하

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실천  인 리더십이 요구

되고 있다. 이는 리더십과 조직 연구 분야에서

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재 상황

에 합한 리더십에 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부각된 리더십

들이 바로 공유 리더십(shared leadership), 진

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셀  리더십

(self-leadership), 감성지능 리더십(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이다. 

도서  경 분야에서도 리더십에 한 연구

가 꾸 히 되어 왔으나 부분 리자 리더십

의 을 맞추어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통 인 리더십도 매우 요하지만 재 학

도서 이 처한 실 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

직의 효율 인 운 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소수의 리더에 을 맞

추고 있는 기존의 리더십보다는 학도서 의 

문제 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해 가는데 

매우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안  리더십, 즉 공유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셀  리더십, 감성지능 리더십에 한 학도

서  조직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재 제시되

고 있는 학도서 의 기 해결 방안들과 더

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수 있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 인 학도서  경  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유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셀  리더십, 감

성지능 리더십은 지식시회에 있어서 모두를 포

용하는 안  리더십으로 수평 , 정서 인 

근, 책임감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기부여 하

여 자발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 안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21세기형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들 안  리더십에 한 심과 연구의 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한 이론  연구

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학도서

에서의 용 가능성에 한 이론  논의는 거

의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첫걸음

으로 안  리더십들에 한 이론  고찰과 

학도서 에서 지식경  패러다임 변화, 리자

와 사서의 역할 변화와 안  리더십 용에 

한 논의를 통해 학도서 을 주도할 사서들

의 리더십 강화를 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학도서 의 조직구성원인 사서들을 

상으로 실증  연구를 한 이론  정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재 학도서 의 조직 환경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하는 환경에 도 을 받고 있고, 

따라서 그 어느 시기보다 불명확하고 그 변화

의 속도에 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기 때

문에 학도서 이라는 조직과 그 조직 구성원 

한 이에 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시

에 맞는 문성을 가진 도서  구성원 스스로 

리더십을 가져야만 성공 이고 효율 으로 업

무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안  리더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리더십 

 최근에 제기되어 연구되고 있는 공유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셀  리더십, 감성지능 리더십

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해 학도서 의 조직

에 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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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리더십 

2.1 리더십 연구 동향 

리더십 이론은 인류의 일반 인 심사로 출

발하여 20세기 부터 과학 인 연구가 시작되

었고(Bass 1990), 시 의 정신을 반 하면서 환

경의 변화와 함께 꾸 하게 발 해왔다. 리더십

이란 용어가 1800년  처음 사용된 이래 리더십

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데 향

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이론 분야에서 가장 요

한 부분으로 연구되어왔다(Bass 1985). 

기의 리더십 연구는 주로 리더 개인의 행동, 

특성, 자질 등에 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Chen 2012). 1940년  후반 이 에는 리더십에 

련된 특성 이론(trait theory), 1940년  후반

부터 1960년  후반까지는 리더십 행  이론

(behavioral theory), 1960년  후반부터 1980년  

반까지는 리더십 상황 이론(situation theory)

이 심되어 연구되었다(Bryman 1990). 

1980년  이 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가 

수행되던 수직 인 리더십은 1980년 의 변

하는 환경에서 조직 내에서 상된 성과를 내

기가 어려워졌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를 이

끌어 낼 수 없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 응으로 1980년  반 이후의 환경에 맞

게 다양한 안  리더십 이론들이 연구되어 

발표되었다.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슈퍼 리더십(super leadership), 카

리스마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사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셀  리더십(self 

leadership), 공유 리더십(shared leadership), 

감성지능 리더십(emotional leadership),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과 같은 리더십이 

개발되어 여러 조직 사회에 용되고 있다.

리더십 련 연구는 경   사회분야에서 시

작하여  분야에 확산되고 있고, 시 에 따라 변

화해 왔다. 그 동안 연구되었던 리더십 이론은 리

더의 특징, 행동 는 권력과 같이 수직 인 유형

의 리더에 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창조 인 지식정보사회에로의 이행은 수직 인 

상하 계를 요시 여기던 기존의 계 이고 통

제 인 조직에서 참여 이고 민주 인 운 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일방  

권 에 의한 계  리더십보다는 창조 , 자발

, 민주 인 리더십을 지향하게 되면서 의 권

한 공유, 부하 배려, 자발  참여, 리더의 감성 능

력 등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통 인 리더십이 

한계를 나타내며 안  리더십이 논의되고 있다. 

공유리더십은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에 의

해 나타나는 수평  리더십으로 기업들의 

 조직 시스템에 매우 합한 리더십으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Pearce and Sims 2002). 진

정성리더십은 진정성을 가진 리더와 부하들이 

자기인식과 자기규제를 행함으로써 지속 이고 

정 인 자기개발을 이루는 조직생활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으로 독단 이고 권 인 리더보다

는 정 이고 윤리 인 마인드로 조직 구성원

을 이끌고 함께 일하는 리더가 필요한 조직

에서 매우 부각되는 리더십이다(Luthans and 

Avolio 2003). 한 셀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에게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리더십이다

(Manz 1992). 감성지능 리더십은 리더 스스로 

자신의 내면감성을 이해하면서 구성원을 배려함

과 동시에 구성원들과 계를 형성하여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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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역량을 상승시키는 리더십이다(Goleman, 

Boyatzis and McKee 2002). 이러한 리더십들

은 기존의 상․하 계에서 향력을 발휘하던 

리더십에 비해 재와 같이 역동 이고 유연한 

내 수평  계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높

이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2 공유 리더십

2000년  이후 구성원들에 의한 집합  리

더십 는 수평  리더십 상에 한 연구가 

빈번하면서 이에 한 실증 , 이론  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구성원들의 집

합 , 수평  공유 리더십으로 지칭하고 있다

(Avolio et al. 1996; Pearce and Sims 2002; 

Ensley et al. 2006). 

공유 리더십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는데 공유 리더십을 연구한 학

자들의 개념 정의들을 종합하면 공유 리더십은 

“  구성원들 사이의 존재하는 계를 요시

하는 상호 향력을 포함하며 리더 개인이 아닌 

 내에서 발 되는 구성원들 간의 분산된 리

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유 리더십의 개념 

정의와 공유 리더십 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

에서 공유 리더십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리더십에서 주장하던 리

더십의 원천이 한 사람에게만 집 되어 있다고 

본 것을 구성원 체에게 확 하 다. 즉, 공유 

리더십은 리더 개인이 아닌 에 의해 발 되

는 리더십이라는 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

기서 한 요한 은 기존 리더십 연구에서 

강조하던 수직  리더십을 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서로 상호보완 인 

계라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는 이다(Pearce 

and Conger 2003). 둘째, 공유 리더십은 내 

구성원 간의 계를 요시 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내에서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요하

게 다룬다. 즉, 공유 리더십에서는 개인이 특정

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  구성원의 

계  속성에 을 둔다. 따라서 공유 리더십

에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 인 리더십의 

수 이 다양한  과정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헌 2014).

2.3 진정성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에 비해 비교  

최근에 두된 리더십으로 리더의 진정성을 강

조하는 리더십이다. 진정성 리더십은 오센틱 

리더십이라 불리기도 하며, 2000년  경

환경의 변화, 로벌기업 CEO의 탐욕과 기

업윤리문제로 야기된 사회  혼란과 경제  

기상황 등 리더의 진정성에 한 심이 증가

하면서 각  받기 시작되었다(Laschinger et al. 

2015). 진정성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부분 학

자들이 제시하는 자기인식과 자기규제로 볼 수 

있다(Avolio and Gardner 2005; 윤정구 외 

2011). 자기인식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약

과 부족한 , 강 에 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목표, 믿음, 가치 , 신념 등을 

바탕으로 미래 이상 인 자아를 인식하며 지속

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Avolio and Gardner 

2005).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알고 비 과 신

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진정한 자아를 향해 가는 행동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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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다(Sparrowe 2005). 리더의 자기

규제란 자기인식을 통해 설정된 이상  자아와 

실의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해 

특정행동들을 실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

는 것을 뜻한다(Avolio and Gardner 2005). 

즉 진정성 리더는 개인의 목 을 뛰어 넘어 조

직의 성장과 발 을 도모하는 가치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윤정구 외 2011). 조직의 성장과 

목 을 해 자신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자기 

월 (self-transcendent)인 가치를 지닌 리

더를 진정성 리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리더십은 계의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의 4가지 

구성요소로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계  

투명성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타인에게 개방하

는 것을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08). 이러

한 계  투명성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쌓아, 조

직의 조   워크를 향상 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다(Jones and George 1998). 내재화된 도덕  

은 자기조 의 과정을 말하며 도덕  을 

가진 리더를 진정성 리더로 인식한다. 리더가 규

칙을 만들어 실제와 규칙간의 갭(gap)을 이해하

고, 여 나가는 것이다(Stajkovic and Luthan 

1998). 균형 잡힌 정보처리는 의사결정을 내리 

에 정보를 객 으로 분석하고 다른 의견을 

검토하는 리더들의 행동이다(Walumbwa et al. 

2008). 마지막으로 자아인식은 리더 자신에 

한 정체성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자신의 강

과 단 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

는 향의 이해하는 과정(Kernis 2003)이며 스

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진정성 리더의 핵심이며 

높은 수 의 자아인식을 필요로 한다(Avolio 

and Gardner 2005). 

2.4 셀  리더십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  노력과 열정을 끌어

내기 해서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을 

 수 있다는 이 셀  리더십이다. 셀  리

더십은 선천 인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셀  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에 필요

한 자기 동기부여  자기 주도의 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인 목  달성

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틀을 개발

하는 것이 요하다. 

셀  리더십은 1980년  반에 조직 환경

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가치변화로 인한 통

인 리더십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안

으로 등장하 다. 셀  리더십의 개념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해 사고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Manz 1992). 즉, 일반  리더십은 외부 통제

에 의해 발생되지만 셀  리더십은 타인의 명령, 

지시보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목표강화, 

보상 계획을 자율 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에 

한 자율 인 열정을 상승시키는데 효과 이며 

통 인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셀  리더십은 선천 인 것 보다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구나가 어느 

정도는 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와 유의한 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Manz and Sims 1991). 한 셀  리더십은 

리더들의 향력에서 벗어난 스스로 문제를 해

결을 통해 책임짐으로써 통  리더십의 의존도

를 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Lovelace, Mans, 

and Alv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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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성지능 리더십 

1980년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  

이후 여러 리더십 유형이 연구 되어 왔으며, 논

리 이고 합리  측면에서의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감성지능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이 제

시되었다(Kouzes and Posner 1999). 감성지

능에 한 연구들은 부분 교육학, 사회학, 심

리학 등 개인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감성지능

이 집단과 조직에서도 매우 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 다(Wong and Law 2002). 

Salovey and Mayer(1990)는 감성지능 리더

십에 해 구성원들의 감정을 인식, 리, 공감하

여 정  계로 조직의 향력을 높이는 리더

십이라고 정의하 고, Goleman(1998)은 세계화 

시 에서 경  리더십의 핵심은 감성지능이라 

강조하며 감성지능 리더십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 다.

감성지능 리더십의 하 요인은 자신을 객

으로 평가 가능  하는 자기인식능력(self 

awareness), 감정을 스스로 통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자기 리능력(self management), 타인에

게 애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심을 표 하는 사

회  인식능력(social awareness), 과 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부하에게 향력을 

주고 이끌어 내는 계 리능력이다(Goleman, 

Boyatzi, and McKee 2002).

2.6 안  리더십의 개념과 특징 비교

이상의 안  리더십들에 한 개념과 특

성 등을 비교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와 같다. 

안  리더십의 원천이 다르며 공유 리더십

은 리더십의 원천이 인데 비해 진정성 리더

십은 상사에게서 발 되며, 셀  리더십과 감

성지능 리더십은 개인 즉 조직구성원 모두에

게서 발 되는 리더십이다. 즉, 안  리더십

의 원천이 다르며,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

에 따라 합한 리더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리더십유형 하 요인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 원천

공유 리더십

계획과 조직화

 구성원들에 의해 발 되는 수평  리더십  
문제해결

자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

진정성

리더십 

계  투명성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행 를 지속 으로 함으로 정

인 조직생활을 이끄는 리더십 
상사

내재화된 도덕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

셀  리더십

행동 심

자기주도와 동기부여를 해 자신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개인자연 보상

건설  사고 

감성지능 리더십

자기감정이해

 자신의 내면감성을 이해하고 구성원을 배려하여 조직의 감성역량을 높이

는 리더십 
개인 

타인감정이해

감성활용

감성조  

<표 1> 안  리더십의 개념과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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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도서 에서의 안  
리더십 

3.1 학도서 에서 리더십 연구 동향

오늘날 한국의 학도서 은 정보기술의 발

달과 기술매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조직 개편

과 인원감축 등 변화와 신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서의 문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

라 도서  환경 변화를 해 다양한 경  신

을 꾀하 으나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러한 도서 이 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

고 조직의 생존을 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조

직 구성원들의 자발 인 조와 공동 응이 

가장 필요한 시 인 것이다. 통 으로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효율성 향상, 조직 

생존을 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

고 연구된 분야가 바로 리더십 분야이다. 이는 

도서 이라는 조직에 있어서도 외는 아닐 것

이다. 

국내에서 도서  조직의 리더십 연구는 리

자 리더십의 , 리더십 유형과 조직 효과성 

사이의 계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해외의 경우 최근 변화 리 측면, 일반사서의 

리더십 가능성, 감성지능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

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국내 도서  조

직 경  리 차원에서는 안  리더십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분야이다. 이러한 도

서  조직을 연구 상으로 하여 리더십에 한 

연구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서  조직을 상으로 한 리더

십 연구의 해외 연구 경향을 보면 반에는 

리자의 1인의 자질  비 , 역량에 해 주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조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 유형 즉 안  리더십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표 3>의 도서  조직을 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학도서 에서의 리더십 선

행연구는 리더십의 유형과 조직유효성과의 

계에 한 연구와 상 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사서직원의 임 워먼트(empowerment)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 리더십에 한 척도 개

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아직 안  

리더십에 한 도서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

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연도 연구자 상 도서  내용 

1928 Lowe 미국 공공도서  리자 자질 

1959 Mumford & Rogers 공공도서  리자 자질 

1979 Dragon 미국공공도서  리자 리더십유형 

1988 Crismond & Leisner 시립․공공도서  리자의 비  

1989 Goldhor 공공도서  리자의 역량 

1992 Sheldon 공공도서  리자의비  

1996 Osborne 공공도서  도서 장의 역량 

1997 knott 공공도서  도서 의 리더십- 웤 

1998 Corbus 공공도서  리더의 특성 

<표 2> 도서  분야 리더십 련 해외 선행논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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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자 상 도서  내용 

1992 정춘화 공공도서  효과 인리더십유형-과제 지향  리더십 

1998 김수진 학도서  구조주도 리더십, 배려주의 리더십 비교

2000 박인웅  종 도서 장의 비  리더십 

2000 곽동철 고찰 도서 환경변화에 따른 신자 유형의 도서  리더 필요

2002 박정숙 학도서  상사의 리더십-변  리더십 

2002 이란주 공공도서  장과 사서들의 인식 변화필요 

2003 장덕 ,이연옥,윤진 공공도서  공공도서 장의 역할 

2005 김종성 학교도서  학교도서 의리더십 

2005 유길호,한계문 공공도서  변  리더십, 거래  리더십의 스트 스 증세 

2007 손정표,하정란 학도서  상사의 리더십- 변 , 거래  리더십의 향력 조사분석 

2008 채창권 학도서  상사의 변 , 거래  리더십과 조직몰입 

2009 윤은숙 공공도서  사서직 공무원의 리더십 유형- 거래  변  

2010 이은철,백인화 학도서  변  리더십

2015 조성원 학도서  간 리자의 리더십역량에 한 구성요인 측정 

2016 이 주 공공도서  상 자의 윤리  리더십 

<표 3> 도서  분야 리더십 련 국내 선행논문 정리 

연도 연구자 상 도서  내용 

1998 Berry 고찰 도서 에서의 리더십 요 

2001 Winston 고찰 역동  리더십 필요 

2001 Sager 공공도서  장의 자질 

2001 Usherwood 국공공도서  장 뿐 아니라 모든 수 에서의 리더십 필요

2001 Bryant & Poustie 캐나다공공도서  사서가 가져야 할 21가지 역량 

2003 Hernon, Powell, & Young 공공도서  차세 공공도서 장리더십요소 

2005 Mullins & Linehan 
아일랜드, 국, 

미동부공공도서
리더와 팔로워의 계 - 장의 권한 이임 

2005 D.Winston & Susan 고찰 변하는 환경에서의 리더십 발휘 

2006 Mullins & Linehan 공공도서  공공도서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 - 커뮤니 이션, 동기부여 등 

2006 Chan 캐나다공공도서  공공도서  근무자의 역량 강화

2008 Wilson & Corrall 국공공도서  리딩 로그램을 통한 리더십의 요성 이해 

2008 Barsh & Lisewski 사서 상 윤리  리더십에 한 상 자의 역할 

2009

Ammons-Stephens, 

Cole, Gibbs, Riehle & 

Weare 

각종 도서  

도서  리더
도서  리더십의 핵심요소 

2010
TerrenceF. Mech, 

GeradB. McCabe 
사서 상

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응하려면 사서들의 리더십 

필요

2011 Haycock 공공도서  공공도서  자질 

2012 Jordan 공공도서  공공도서 의 리더십 역량 요소 제시 

2013
Anthony McKeown, 

Jessica Bates
공공도서  도서 리자의 감성지능이 서비스에 미치는 향 

2013 Hernon & Pors 공공도서  리자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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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도서  지식 경

의 패러다임 변화 

피라미드형인 통  조직은 내부통제를 바

탕으로 한 수직  개념의 조직이며 네트워크형 

조직은 구성원들의 상호 력으로 시 지를 극

화할 수 있는 수평  개념의 조직이다. 네트

워크형 조직은 경계가 약하여 환경 변화에 유연

하고 극 으로 응 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

템으로 21세기 학도서  정보환경 변화에 

극 이고 자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강조되는 조직 유형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도서 은 지식과 정

보문화의 보고로 새로운 형태의 경 리체제

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도서 은 지식과 정

보를 보존  제공하는 차원의 통 인 경

에서 새로운 지식경 의 패러다임으로 변환되

어야 한다. 지식경 이란 도서  구성원의 지

식, 정보, 노하우를 조직의 보편 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도서 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경 을 일컫는다. 여기서 지식이란,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무형의 지식을 총칭한다. 

지식의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은 지식 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래

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도서 의 

지식경 을 해서는 도서  환경변화를 인식

하여 응할 수 있고 도서  경 을 효율 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문 인 인력의 양성이 우

선 으로 추진되어야 할 요소다. 학도서 은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가 혼재하는 공간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도서 은 자료의 집 소

에서 정보 게이트웨이(information gateway)

로, 자료의 소장에서 근 패러다임으로 변화

함에 정보자원의 문화 방안은 지식기반사회

에서 학도서  지식 경 의 역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지식 경 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창출하기 해서는 도서  구성원들

의 경 에 체계  수립과 실천, 개개인의 정보

처리기술의 실력 배양 등이 수반되어야 할 요

소이다.

3.3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학도서  리자의 

역할 변화

일반 으로 리자는 경 사상이나 리기

술에 한 지식을 갖추고 최 의 의사 결정과 

문제해결을 통해 효율 이고 능률 인 경

리 직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

원의 직무만족 수 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학도서 은 학의 부속기 이지만, 산과 

인력 등 다른 부속기 에 비해 거 한 집단으

로 존재한다. 따라서 리자의 역할 즉 장의 

리더십은 학  도서 의 비 과 목 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총  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윤희윤 2013).

Soete and Mechm(1990)은 학도서 의 

리자의 핵심역할을 도서 의 표자, 변인, 

상가, 감독자, 지도자, 정보공유와 달 등의 

역할로 제시하 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학도서  리자의 

역할은 도서 의 표자로 도서 의 비 을 정

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 도서  구성원들

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 비 과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문제해결을 

한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정동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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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도서  사서의 역할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도서 이 살아남기 

해서는 리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인 

사서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학도서 의 

사서는 국내․외 정보원에 근할 수 있는 정

보원 리능력과 정보기술의 활용과 이용자에 

한 교육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정동열 

2014). 2010년 국의 CILIP(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 

sionals)에서 21세기 도서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의사소통, 정보 비

즈니스 통신, 마 , 정보평가, 웹 출 , 정보

자원, 의사결정, 색인, 편목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왔다(CILIP 201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의 경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학

도서 의 사서들의 역할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자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다. 

둘째는 인쇄자료와 자자료가 공존하는 하이

리드 형 장서개발이 요하게 되면서 장서개발자

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특정 주제지

식을 기본으로 장서개발부터 학습연구지원 서비

스를 담당하는 주제 문가의 역할이다. 넷째, 시

스템 문가로 도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극

화시키기 하여 사서가 정보시스템에 련된 

지식을 지니는 것이다. 다섯째, 정보자원을 후

에도 근할 수 있도록 보존 문가의 역할이 요

구된다(윤희윤 2013; 곽동철 2016). 

3.5 학도서 에서 안  리더십 용에 

한 제안 

학도서 은 모기 의 향과 정책에 맞추

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내․외의 평가에 

맞춰 자구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그림 1> 학도서  경  패러다임 변화와 리자  사서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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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은 해외의 학도서  조직에 비해 

조직의 변화가 더딘 편이고 수동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동 으로 변화하는 내⋅외 환

경변화에 학도서 은 좀 더 극 이고 유동

으로 환경과 조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야 한다. 

학도서 의 경우 다른 기업과는 달리 비교

 보수 인 교육기 이자 비 리 기 이며 따

라서 리더십에 한 기의식을 느끼기에 둔감

하다. 즉, 교육기 이자 비 리기 이라는 특성

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 혹은 조직처럼 이익을 

추구하거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해 응

하는 자세 한 매우 수동 이다. 그러나 경제

침체와 학의 구조 조정, 기술 인 변화, 산

압박 등 실 인 문제들에 면한 학도서

이 살아남기 해서 학도서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리자와 구성원인 사서들 모두가 

자기계발을 해 노력해야 하고, 스스로 리더

십을 갖추어 조직 생존을 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 으로 조직의 문제

를 해결하고 미래를 해 비하기 해서 

리자와 사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리더십

의 역할이다. 특히 학도서 은 통 인 수

직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재 이

라는 수평  조직의 형태를 도입하여 재의 

난 을 타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통 인 1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리자와 사서들 스스로 리더라는 생각과 함께 하

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표와 설립 취지를 막론하고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인 자원의 인식 변화와 노력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그러한 

인 자원들이 스스로 자기개발하고 조직의 목

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게 하기 

해서는 그들의 내면 인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게 해야 한다. 그때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의 리더십과 내부의 

리더십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리했던 학도서 의 

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리자  사서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학도서 의 상황에서 보다 발

인 학도서 의 미래를 해 앞서 논의했던 

안  리더십의 용성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학도서  경 패러다임은 조직 구성

원들을 정보 문가로 양성하여 요한 정보 자

원을 리  보존해야 하는 략을 구체 으로 

고안하고 조직 경 에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기존의 1인 리더에 의한 수직

이고 권 인 리더십만으로는 재의 기

를 극복하고 미래 발 인 조직으로 지속가능 

할 수 없다. 따라서 1명의 리더가 아닌 조직 구

성원 모두 리더가 되어 함께 력하고 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때 

리자의 역할과 조직 구성원인 사서들의 역할

이 매우 요해진다. 

리자가 단독으로 1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은 더 이상 실에 

합하지 않고, 해결방안도 아니다. 이제 리

자는 수직 인 명령 구조에서 제일 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과의 수평 인 네트

워크 안에서 경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도서

 표 역할과 내부 리 기능, 조직 구성원들

에게 동기부여, 도서  문제 이해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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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때 

합한 리더십이 진정성 리더십이다. 기존의 

리더들은 조직 구성원과의 상하 계 속에서 권

와 통제 아래 두지휘 하는 리더십들을 이

용해왔다. 그러나  상황에서 그러한 리더십

은 조직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 이

상 동감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졌다. 조직이라는 

것은 인 자원들의 집합체이며, 결국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해 가는 곳이다. 따라서 물

질 인 보상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더 큰 성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정리했다시피 진정성 

리더십은 진정성을 가진 리더와 부하들이 자기

인식과 자기규제를 지속 으로 행함으로써 자

기개발을 정 으로 이루는 조직생활을 이끌

어내는 리더십으로 정 이고 윤리 인 마인

드로 조직 구성원을 이끌고 함께 일하는 리더

십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아

래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진솔성과 거

짓 없음에 한 신뢰가 증가하므로 조직 효율

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리자는 스

스로 진정성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기 해 역

량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 리

자는 감성지능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Goleman, 

Boyatzia, and McKee(2002)는 감성지능이 리

더십 효과에 요한 요인이며 상  계층 리더일

수록 감성지능이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냐하면 감성지능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향하

여 합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리자들은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감성  역량을 갖추기 

하여 노력하며, 냉철하게 자아를 찰하고 이

해하고, 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

진해 나가야 한다. 

학도서  조직이 살아남기 해서는 리

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인 사서들도 변화해

야 한다.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정보제공자, 장

서개발자, 주제 문가, 시스템 문가, 보존

문가의 역할들을 극 이고 효율 으로 수행

하기 해서는 스스로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하

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셀  리

더십이 요구된다. 셀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에게서 리더십을 발취하기 하여 자신의 행동

과 사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목표 강화, 보상 계획을 자율 으로 하는 것으

로 업무에 한 열정을 높이는데 효과 인 것

으로 연구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강제 인 지시에 의한 업무 

 역할을 수행했을 경우와 명백하게 성과면에

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셀  리더십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서들 스

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학도서  조직차원

에서도 사서들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교육  학습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셀  리더십과 함께 감성지능 리더십도 사서

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다. 사서들 스스로가 

리자라고 생각하고, 냉철한 자아 찰과 도

정신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 조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 학도서 은 착하고 있는 기상황

을 벗어나기 해 경 분야의 평가  신도

구를 도입하여 도서  조직을 제로 변환하

다. 제는 기존의 국․실 체제의 조직과는 달

리 장과 문 인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때 장이 기존의 

리더처럼 단독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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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도서 에 안  리더십 용

안  리더십 학도서  용 제안 

공유 리더십 
- 리자: 도서  표역할  조직원들에게 동기 부여 

- 리자+구성원: 수평  조직에서 경 패러다임 공유 

진정성 리더십 
- 리더의 진솔성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 증가 

- 지속 인 자기인식과 자기규제로 자기개발에 정  

셀  리더십 

-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설정한 목표 강화

- 자율 인 보상계획으로 업무에 한 열정이 높아짐

- 조직  개인차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 학습 로그램 제공 

감성지능 리더십 - 감정에 한 평가와 표 으로 조직유효성에 정  향 

<표 4> 안  리더십의 학도서  용 제안

한다면 조직 체제만 제이고, 이 가지고 있

는 장 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으로서의 장 을 살리고 업무를 보다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공유 리더십이 필요하

다. 공유 리더십은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에 

의해 나타나는 수평  리더십으로 기업들의 

 조직 시스템에 매우 합한 리더십으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Pearce and Sims 2005). 공

유 리더십은 몰입의 증 , 복잡한 과업 해결 능

력 향상,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다른 조직과의 

계에서 경쟁우 를 갖게 된다(지철규, 장 철 

2012). 따라서 제로 변환된 학도서 에서 

용 가능한 리더십이 바로 공유 리더십인 것이

다. 이를 해서는  과업에 한 구성원 체

의 주기 인 논의와 토론 분 기가 필요하다. 어

떤 문제 혹은 업무에 해 조직 구성원 체가 

공유하고, 그에 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경우 

업무 성과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4. 요약  결론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기술, 정보, 지식은 인

자원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역량

으로서 학도서 의 구성원인 사서들은 리

자 이든지 실무자 이든지 상 없이 각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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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통해 지식기반 사

회에서의 도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기존에 강조되었던 수

직  리더십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기 인 학의 경

 정책 아래 비 리조직으로 운 되어지고 있

는 학도서 의 경 을 담당하는 리자와 실

무자인 사서들의 역할 변화에 용가능성을 살

펴보기 해 안  리더십으로 공유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셀  리더십, 감성지능 리더십

에 한 이론  연구를 수행하 다. 

학도서 에서의 리더십은 모기 의 도서

에 한 비 조  성격 때문에 충분한 리더

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된다면 학도서 의 

존망은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조직의 구

성원인 리자  사서들은 개별 으로 문

인 지식과 능력을 강화하기 해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하고, 도서  조직은 그러한 리더십들

을 조직 구성원들이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원과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변하는 미래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도서  조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  리더십들에 한 이

론  고찰, 학도서 에서의 안  리더십에 

한 용 가능성을 고찰하 다는 , 향후 

학도서  사서들의 안  리더십과 조직 유효

성의 향 계에 한 실증  연구를 진행함

에 석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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