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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술혁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양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는 도서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내 직군으로서 사서도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사서의 직무별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
며,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사서, 직무분석, 핵심업무
ABSTRACT

People's interest in the emergence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nsequently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increased. Especially, the society-wid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library environment, and librarian as a job 

in the library also needs to actively cope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ology substitutability according to librarian's duties, and derive the core tasks of 

the future librarian. Finally, the new roles of future librarian are discuss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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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
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고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초연결, 초지능의 혁신
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술 및 분야별 신기술들로 인한 기술혁신은 사회 전반에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013년 옥스퍼드대학 마틴스쿨은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전산화에 따른 직
업의 민감도를 측정하였으며, 47%의 직업이 2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Frey 

and Osborne 2013).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이며, 이는 사회적 변화로 새로 창출될 210만개의 새로운 직업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500만
개 일자리의 소멸을 뜻한다고 경고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산화나 자동화로 인한 일
자리 대체 현상이 결국에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들은 주로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이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기자 등 전문직이라고 여겨지는 직업군
의 기회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안상희, 이민화 2016).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고용구조가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여 왔다는 분석도 있다. 역사적으
로 인간은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률
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Kat and Margo 2013). 이러한 
주장은 도서관사에서 사서직의 역할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장 자료의 관리와 
장서 중심의 아날로그 서비스 위주의 과거 전통적 사서들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
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업무 환경의 급격한 전환과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
로운 직무들로 인하여 Computer literacy와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역량의 개발을 요구받
게 되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정보의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모든 정보가 디지털
화 되고, 머지않아 종이책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극단적인 매체 
전환이 일어나거나 도서관의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이용자 요구의 변화
에 맞추어 사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양상은 계속적으로 변모해왔다. 도서관 자동화는 
사서로 하여금 단순반복적인 수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창조적인 서비스 창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시하였으며, 웹과 디지털 도서관이 통합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범용화는 사
서들로 하여금 콘텐츠 중심의 이용자 서비스의 중요성, 즉 웹, 웹 검색 기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용자 요구 분석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능정보기술 기반
의 4차 산업혁명은 사서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역량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서들이 요구받게 될 새로운 역량들에 대하여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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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공공 도서관 사서들의 과업을 조망하여 각 직무
별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래 사서들의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를 도출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구조 및 업무환경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기술 기반의 정보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고용구조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비관적 관점과 낙관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의 개념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ICT 분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중 도서관 환경에 시범 도입된 사례를 포함하여 실
적용 사례를 통한 도서관 관련 신기술들을 선별하였다. 

셋째,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사서의 직무를 조망하기 위하여 사서 직무분석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 사서 핵심역량을 포함한 사서 직무의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넷째, 사서의 직무별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사서 직무들의 특성을 통하
여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에 대한 고찰과 도서관 환경에서 새롭게 정립될 사서의 역할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도서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서 업무 변화 양상에 따른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
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예비 사서 교육 커리큘럼 구축 및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도서관 및 사서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신기
술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 업무 변화와 이용자 서비스의 개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서의 역할 변화에 관하여 주로 직무 분석 연구와 이를 반영한 사서 교
육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근
의 논의들은 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대표
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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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도서관 업무 변화 관련 연구

노영희(2014)는 차세대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 도서관에 적
용 가능한 주요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관련논문 및 사이트, 적용 사례를 검토하여 도
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기술들(증강현실, 상황인식기술, 구글글래스, 디스플레이 기술변
화, 개방형의 연결된 콘텐츠제공방식(입는 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무한창조공간, 이북과 독
서습관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나 효과를 파악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민경, 권선영(2014)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적용 범위를 관리, 정보 통합, 이용자 서비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도서관의 사물인터넷 요소들을 물리적공간과 인터넷공간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시맨틱 기반의 온톨로지 설계를 통해 도서관 사물인터넷 모
델링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서관에의 사물인터넷 적용 가능성을 구체
화하고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한 구체적인 모델링을 제안한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다.  

 노동조, 손태익(2016)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외 도서관에서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영역은 비콘 알림, 이용
자 위치 알림, 출입 및 열람 좌석 배정, 경로 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
일 대출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향후 사물인터넷의 도서관 적용 분야를 출입 및 시설 활용, 

장서 관리, 추천 서비스, 관제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자 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사물인터넷이 도서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선제적으로 준비하
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분야별
로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태영 외(2017)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서관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센서·부품이 
적용된 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유형을 모바일/태블릿,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터/스캐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도서
관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국내 도서관의 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대적 개념이 등장
과 그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서 역할 변화 관련 연구

사서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들(황금숙 외 2008; 안인자, 황금숙, 노
영희 2008;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조현양, 김홍렬, 류희경 2014)은 시대적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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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사서 요구 역량의 변화와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영희, 신영지(2016)는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인재상과 
전공역량 설정,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기반 
연구로써 K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대·내외 환경분
석(PEST분석, 도서관 환경분석, 문헌정보학과 역량 분석, 사례대학교 내부역량 분석)을 통
해 인재상 및 전공역량을 1차 도출하고, 전문가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핵심역량 별 교과과정 트랙을 개발하였다. 전공역량과 관련한 5가지 인재상은 큐레
이션 인재, 지능 인재, 서비스 인재, 기술 인재, 전문 인재였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35개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K대학의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 사
서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고, 연관되는 교과과정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더불어 사
서 역량 개발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4년제 대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종창, 권나현(2015)은 사서직 계속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사서직 역량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서직 역량기준을 조사하였고, NCS의 문
헌정보관리, ALA 핵심역량, 한국도서관협회 핵심역량을 비교․분석하여 NCS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11개 능력단위, 149개 능력단위요소)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국가도서
관 개설 교과목과 비교․분석하여 핵심역량별 교육강좌를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지식정보사회
의 빠른 변화가 사서로 하여금 생애 교튝을 통한 전문직 역량의 개발을 요하며, 이에 따라 
계속교육의 교과과정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옥남(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함께 시대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사서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연구자는 기술로 인한 노동구조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술, 인간,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인재상의 양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재상의 미확립, 교육과 실무의 간극, 교육 내용의 획일화, 교수방법의 다각화 부족을 꼽았
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기술 소양과 전문가 리더
십을 갖춘 창의, 융합적 사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기술소양교육,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무중심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교육자 중심의 수업 개발과, 교수의 조력자 역할이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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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 산업혁명과 사서 업무

1. 4차 산업혁명과 사서 직무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지능정보기술과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의 신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기술의 융합화, 네트워크화, 정보의 지능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2016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리적, 디
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기존 산업
혁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사회․경제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두뇌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많은 국가와 학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
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이 중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이 475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저숙련, 단순 노동의 반
복 업무뿐만 아니라 중급 수준의 업무 영역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옥스퍼드 대학 
마틴스쿨이 2013년 702개의 세부 직종을 대상으로 전산화(computerisation)로 인해 대체
될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직종이 20년 이내에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도서관 관련 직종들의 경우, 도서관 기술자(Library Technicians)

의 컴퓨터 대체 확률은 99%, 도서관 보조원(Library Assistants)은 95%, 사서(Librarians)

는 65%로 나타났다(Frey and Osborne 2013).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현직 사서들로 하여
금 적지 않은 직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사서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과 노동대체 기술이 고용률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에 따르면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의 경우 2016

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 동안 기술에 의한 능력 대체 비율(WARS)의 변화 정도가 낮으
며, 2025년의 WARS는 Frey와 Osborne이 2013년 제시한 고위험 집단 기준인 0.7보다 낮
아 상대적으로 저변화, 저위험군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r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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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그리고 Zierahn이 2016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업 자동화 가능성 연
구와 유사한데, 이 연구는 컴퓨터에 의한 대체가 실제로는 각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task)’
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가능성도 과업을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지적하였
다. 연구 결과, 21개의 OECD 국가 전체 평균 9%의 직업만이 자동화될 것이며, 그 중 한국은 
평균 6%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혁신적 기술이 개발
되어도 경제적 효용, 법적 제약,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사회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
술이 온전하게 사람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박가열 외 
2016).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인 미래 사서직의 업무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진행 중
이나, 4차 산업혁명이 사서 업무 환경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고찰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을 위해 무엇
보다도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사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기술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적용 기술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을 소개하며 강력한 모바일 장치와 그것을 연결
하는 네트워킹,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3D 프린팅,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재료 공학, 에너지 저장, 양자 컴퓨팅 등을 언급하였다. 기술의 발달은 과거로부터 끊임
없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지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속
도, 범위, 영향력 등 4차 산업혁명의 특성으로부터 기술 유형을 세분할 수 있다.  정지형, 이승
민, 신현준은 2014년 기술발전과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인 ICT 융합기술 영역의 기술들을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 진화의 관
점에서 스마트 컴퓨팅, 스마트 머신, 스마트 인프라의 3대 기술군에 따라 14개 세부기술을 
분류하였다<표 1>. 

연구자는 이러한 세부 기술들을 ‘스마트기술’이라 명명하며 “인간 고유능력인 지능을 확장
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지능을 기술 자체에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ICT 및 융합영역의 신기술”
로 정의하였다. ICT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로써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지능화 혁신동력으로서 ICT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ICT R&D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범위 
및 분류는 정보산업 및 정보통신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보통신단체 표준인 “ICT 기술평가를 
위한 ICT 기술 분류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표준은 2014년 제정된 이후 ICT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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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기술群)

소분류(세부기술) 설명

스마트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엑사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
딥러닝 뉴런 모델링에 기반하여 추론, 학습하는 알고리즘

감성컴퓨팅 사물환경에 대한 감각적 인지와 학습적응을 통하여 인간 감성을 처리할 수 있는 ‘감성
기능’을 부여

NLQA 주어진 자연어 질의에 대해 응답을 구하는 시스템
자동통역 음석인식기술(귀), 기계번역기술(두뇌), 음성합성기술(입) 등 3개 핵심기술의 결합

스마트 
머신

웨어러블디바이스 의복,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를 띄어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정보기기

개인비서로봇 컴퓨터 스스로가 사용자 이력정보나 외부 상황정보를 활용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적
의 솔루션(기능, 콘텐츠, UX 등)을 제공해주는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사람의 조작없이 운행하는 자동차
학습적응형로봇 사용자에 의한 학습, 훈련을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 가정 등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물류자동화로봇 물류창고에서 재고를 찾고, 운반하고, 물동추세에 따라 재고를 재배치 하는 로봇 
무인택배머신 최대 2.3kg의 물품을 운반할 있는 아마존의 드론이 실제 사례

스마트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 대용량 데이터를 네트워크 가상공간에서 분산처리하며, 다양한 기기와 사용자게 이에 
접근, 활용

사물인터넷(IoT)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협력적으로 센
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공간 연결망

5세대이동통신 개인당 기가급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지국이 기기급 자입자 수백명을 동
시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표 1> ICT 융합 기술의 분류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의 출현과 산업 구조의 변동에 따라 2016년 개정된 바 있다. 분류
체계는 대분류로 10대 ICT 기술 분야(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기
반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디바이스)를 설정하여 40개의 
중분류, 161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표를 제시하고 있어 기
술분야와 산업분야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분류체계로 의미가 있다<표 2>.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방송 또는 정보 통신에 관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
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기술이 도서관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완벽히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유사·유관기관의 도입사례 혹은 시범 적용 사례
들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서관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급효과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하
여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도서관들은 주로 신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를 보완하
거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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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플랫폼 

SW

시스템SW

이동통신 액세스시스템 미들웨어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시험인증 응용 SW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상화기술

콘텐츠
실감형 영상콘텐츠

네트워크 시스템 인터랙션 콘텐츠
네트워크 소자 스마트 콘텐츠

방송·스마트미디어
방송·스마트미디어 제작 기술

정보보호
콘텐츠유통/서비스

방송·스마트미디어플랫폼·서비스술 공통기반보안
방송·스마트미디어 단말 디바이스/시스템보안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네트워크 보안

전파·위성
전파 기반

융합서비스
서비스보안

전자파 환경 물리보안
전파 응용 융합보안
위성·무인기 사물인터넷

기반SW·컴퓨팅

컴퓨팅 시스템

ICT디바이스

산업융합 서비스
HighPerformance컴퓨팅 공공융합 서비스
인공지능·인지컴퓨팅 스마트라이프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디바이스
모바일 컴퓨팅 ICT 융복합디바이스
빅데이터 플랫폼 기타 ICT디바이스

<표 2> 10대 ICT 기술분야 대-중분류(소분류 생략)

사물인터넷을 통한 장서관리 및 출입 관리(기존의 RFID 기술의 대체 또는 융합), 로봇을 통
한 장서점검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 증강현실을 이용한 도서관 장서안내,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을 통한 도서관 챗봇 서비스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 센서, 플랫폼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교통 및 물류, 헬스케어, 스
마트 환경, 개인 및 소셜, 미래 상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도서관을 
구성하는 사물들에도 센서와 태그들을 부착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장
서관리, 출입 및 시설 활용, 추천 서비스, 관제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자 교육) 분야
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센서 기술을 활용한 비콘알림, 이용자 위치 알림, 출입 및 열람 좌
석, 경로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일 대출 등 이미 많은 서비스 부분에 
적용되어 있다(노동조, 손태익 2016).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인프라스트럭처를 외부화시켜 공유하는 기술로 2006년을 기점으로 
등장하여 오늘날 여러 산업분야에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팅 자원의 종류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SaaS, 개발자용 플랫폼 및 개발 도구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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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부기술 정의 적용사례

사물인터넷

IoS
·헬스, 건설, 제조, 농업, 에너지, 환경, 관광, 국방 
등 각종 응용분야별 IoT기반 서비스

·성균관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
도서관 외 다수의 모바일 캠퍼스

IoT 디바이스
·통신/센싱/엑추에이션모듈, 스마트 Thing 플랫폼, 
PT/VT 자율제어 플랫폼 등 사물을 지능화시켜 
스마트 센싱 및 엑츄에이션 제공하는 플랫폼

·University College London Library,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Vienna Public Library, Hangzhou 
library의 RFID기반 장서 점검 및 위치
식별 등의 스마트 서가, Oklahoma 
University Library의 도서관 실시간 
경로 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강의 수업
일정 확인 서비스

<표 3> 4차 산업혁명 세부 기술 및 도서관 적용 사례

PaaS,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스토리지와 서버를 제공하는 IaaS 등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김세영, 김성훈, 오삼균 2012), 저장 및 처리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는 물론, 목록서비스, 참고봉사 서비스, 수서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데이터의 순
환, 처리 등의 속도가 빠르며, 형식이 다양한 데이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칭한다(표순희 외 2015). 도서관은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데이터 유형의 다변화라는 오
늘날의 정보 환경 하에 빅데이터 개념을 일찍이 적용한 바 있으며, 이용자 정보, 장서 및 대출 
정보 등 도서관 내부 데이터부터 지역의 도서 판매 데이터나 도서관 주변 유입인구 데이터 
등의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김혜선 2017).

인지컴퓨팅은 인간의 두뇌가 인지, 학습 및 추론하여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듯 동작하는 컴
퓨팅으로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와 같은 데이터 분석 및 추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경망을 수학 통
계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텅 기술인 데 반해 인지 컴퓨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
간의 두뇌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정보로 받아들여 인지하고 처리하여 응용하는 정보
처리방식을 모델링한 기술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도서관에서도 챗봇과 같은 인
공지능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인터렉션·스마트 콘텐츠는 AR, MR, VR(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처럼 상용화되고 
있는 간접체험기술과, 소셜 클라우드 협업을 포함하며, 관련 기기 대여 서비스와 응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구분하여 구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적용 단계로 볼 수 있는 ICT 융복합 디바이스를 들 수 있다. 3D 프린터는 
일부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기술체험 제공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싱가포
르 A*STAR연구소의 장서 점검 로봇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의 전통적이면서 노동력 
집약적인 업무가 기술로 대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3>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세부 기술의 정의(정의 출처: ICT 기술평가를 위한 ICT 기술 분류체계)와 도
서관 적용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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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자원의 공유 지원을 위한 가상화, Provision, 
Elastic 및 관리 기술

·국립중앙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
서관, 화성시립도서관 등의 클라우드 프린
팅 시스템

클라우드 데이
터, 저장, 분석

·스토리지 가상화, 멀티테넌트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 성능지원 

·Serials Solutions사가 웹 스케일의도서
관업무관리시스템, OhioLink 도서관 컨
소시엄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다양한 장치 및 대상으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는 기술

·KAIST 도서관의 웹로그 분석,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의 KISTI의 빅데이터 플랫
폼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도서관 정보 
나루 사업

저장·처리· 관리
·수집된 데이터를 다중 저장 장치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 및 추출하는 기술
·분산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술 등을 포함

분석 및 추론
·사용자의 요구와 질의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사용자에게 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론 
적용 기술

활용 및 시각화
·분석 및 추론된 정보를 사용자가 활용하는 기술. 
또한, 분석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시
각화 기술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계학습
·데이터 추론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
·Classification, Clustering 기술 및 Deep 
Learning 기술을 포함한 적용 분야에 따른 
Learning 기술 ·UC Irvine 도서관의 챗봇, NCSU(노스

캐롤라이나주립대)의 인공지능 로봇 ‘북
봇(bookbot)’, Georgia Tech의 ‘질왓
슨’,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국회도서관 인
공지능 ‘엑소브레인’을 활용한 도서관 서
비스 사업

자연어 처리
·구문 분석 및 형태소 분석을 포함한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 처리를 통한 주제 (키워드) 분석 외에 구문 
분석을 통한 온톨로지 생성 및 확보 기술

인공지능
·인간과 유사한 행위를 표현 할 수 있는 기술
·인지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인터렉션
·스마트 콘텐츠

AR/MR/VR

·AR(Augumented Reality 증강현실): 현실 공
간과 사물에 증강된 디지털 콘텐츠를 내재시킴으로
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VR과 AR의 개
념을 통합하여 실세계의 정보와 컴퓨터로 시뮬레이
션 되는 가상의 정보를 혼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특수 몰입형 인
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는 
가상의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술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의 “The Library at Nigh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10개 도서관을 가
상현실 디바이스로 경험하는 서비스, NC 
State University Libraries의 가상현
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5감 만족형 가상현
실 전시 제공

소셜 클라우드 
협업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에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 서비스 유형
 - 다인종, 다언어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감상과 
이해에 대한 표현을 공유함으로써 콘텐츠 선택과 활
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분야 

·구글의 구동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화이
트보드인 잼보드(Jamboard)

ICT 융복합 디
바이스

3D 프린터 ·3D프린터용 정밀 스캐너, 3D 프린터용 핵심 부품, 
3D 프린팅 핵심 요소기술

·연세대학교, 광진정보도서관, 독일 쾰른시
립도서관 등의 메이커스페이스, 무한상상실

소형 로봇
(ICT 융합 
디바이스)

·ICT기능 로봇, 스마트 카(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
동차, 소형 디지털 전자자동차 등), 산업융합용 
ICT 디바이스, 공공융합용 ICT 디바이스, 스마트
홈용 ICT 디바이스

·싱가포르 A*STAR연구소의 장서 점검 
로봇, LG전자의 인천국제공항 청소로봇, 
안내로봇, 네이버랩스의 M1, AROUND, 
AIR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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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서 직무분석을 통한 과업 도출

직무분석(Job analysis)은 큰 단위의 일을 작은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해당 업무
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Brannick and Levine 2002). 일반적으로 조직이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직무가 출현하며, 조직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목적의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직무분석이라는 의도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직무분석은 직무 
수행을 위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지식, 기능, 능력, 책임과 타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히 밝혀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훈련 과정, 인사관리, 교재 개발, 자가 경력개
발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사서 직무분석의 사례를 통해 사서 직무 구성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장
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당 직무의 하위요소인 책무(duty)와 
과업(task)을 세분화하는 직무분석 방식인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을 통
해 도출된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모형은 9개 책무(자료조직, 정보시스템, 자료관리, 정보자
료서비스, 독서활동서비스, 문화 및 평생교육 서비스, 운영관리, 대외협력, 직원 자기계발)와 
105개의 작업(71개의 핵심작업, 30개의 직업초기작업)으로 구성되며, DACUM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별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핵심직무는 다음 <표 4>와 같다(안인자, 황금
숙, 노영희 2008).

영역 핵심직무
정보자료

조직
신착정보자료 분류하기, 장서구성계획 작성하기, 신착정보자료 MARC입력하기, 구입자료 주문하기, 구
입 예정자료 조사하기, 자료선정위원회 개최하기

정보시스템
관리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운영하기, 서버 운영하기, 홈페이지 운영하기, 전산장비(H/W) 관리하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획서작성하기, 전산프로그램(S/W)관리하기

정보자료
관리 자료 평가하기, 서고 보관자료 선정하기, 자료 점검하기, 불용자료 선별하기, 자료통계 작성하기

정보자료
서비스

정보자료 상담 서비스하기, 회원정보 관리하기, 예약자료 대출하기, 희망자료 대출하기, 연체자료 반납받
기, 원문자료 제작하기, 기사색인 서비스하기, 웹콘텐츠 서비스하기, e-book 서비스하기, 특수자료 서
비스하기, 이동도서관 운영하기, 순회문고 운영하기

독서활동
서비스

연간독서활동 운영계획 작성하기, 독서홍보자료 발간하기, 계층별 독서권장 도서목록 발간하기, 계층별 
독서회 운영하기, 하루독서교실 운영하기, 방학중 독서교실 운영하기, 방과후 독서활동 지원하기, 독서토
론수업 하기,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기, 스토리텔링 운영하기, 북 토크 운영하기

문화․평생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강사 섭외하기, 프로그램 홍보하기 운영계획 작성하기, 개별프로그램 평가하기, 수요조사 하기, 
프로그램 선정하기, 프로그램 일정 편성하기, 프로그램 진행하기

운영관리
민원업무 처리하기, 운영계획 작성하기,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운영관련 규정 제·개정하기,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기, 예산 요구서 작성하기, 이용안내자료 발간하기, 공문서 처리
하기, 관내 게시물 운영하기

대외협력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하기,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하기, 국립중앙도서관과 교류하기, 학교도서관 관
계자 교육하기,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수하기, 국내 도서관과 교류하기, 외국도서관과 교류하기, 타 기관
과 협력하기

<표 4> 공공도서관 사서 핵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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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핵심작업으로 선별된 사서의 핵심직무는 8개의 영역의 71개 직무
로 구성된다. 그러나 2007년 도출한 세무 직무들이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핵심업
무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사서 직무 리스트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1990년대 말 자격제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을 시
작으로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
준은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2018년 4월 현재, 대분류(24), 중분류(78), 소분류(238), 세분
류(89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서직 업무와 관련한 ‘문헌정보관리’는 “이용자가 정보이
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성, 

수집, 조직, 보존 및 제공하는 일”로 정의되며,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16개 능력단위와 48개의 능력단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능력단위 별 능력단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5>.

no.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요소 no.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요소
1 문헌정보조직

분류하기
8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목록작성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메타데이터작성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2
이용자 정보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9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3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 연구하기

10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연구 수행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연구 결과 활용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4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11 문헌정보시스템운영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시설 이용 평가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12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기획전략 수립하기

연구 성과 분석하기 조직인사관리하기

5 문헌 정보 보존
수집자료 관리하기

13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정책 분석 적용하기

보존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폐기하기

14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그램 설계하기

6 문헌정보큐레이션
정보 분석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정보 가공하기

15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진행하기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프로그램 평가하기

7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16 전자문서 정보관리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전자문서 보존하기

<표 5> 문헌정보관리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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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직무영역(2008) 한국도서관협회 핵심역량(2015)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단위 요소(2018)

정보자료 조직

∙ 분류 및 편목 기법
∙ 색인 초록 작성
∙ 데이터베이스 구축론
∙ 시멘틱웹 및 온톨로지 이해
∙ MARC 및 메타데이터론
∙ 자료 선정/평가/구입 등 수서실무 현안
∙ 상업 웹자원 라이센스 계약
∙ 지식의 생명주기 및 출판 동향

∙ 분류하기
∙ 목록작성하기
∙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 문헌정보 선택하기

∙ 문헌정보 입수하기
∙ 문헌정보 평가하기 
∙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 수집정책 개발하기

<표 6> 핵심 직무영역별 한국도서관협회 및 NCS 핵심역량

그러나 NCS의 세부 능력단위요소에 도서관 예산, 도서관정책(저작권),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자 연구, 정보 리터러시 등의 업무가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능력단위(문헌정보 실무 연
구수행)의 경우, 현장 사서로 하여금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는 등 일부 한계점이 있다(차성종 
2016). 

한편 미래 사서 직무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2015)는 미국도서관협회(2009)의 ‘사
서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of Librarianship)’과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2010)

의 ‘21세기 연구도서관협회 사서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for 21st Century 

CARL Librarianship)’, 국립중앙도서관(2010)의 ‘사서교육훈련시스템 및 시설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참고하여 8개 영역(전문직 기반, 정보자원 개발, 지식정보의 조직, 정보기술 
관련, 이용자 서비스, 교육연구, 평생학습, 경영관리), 65개 항목의 ‘지식 및 기술’을 도출한 
바 있다. 65개 항목은 전문직으로써의 사서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업무, 활동 등을 구체적
으로 나열하고 있어 미래의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조망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사서 업무별 기술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합
한 사서 직무 리스트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도출방안으로 NCS의 세부 능력
단위 요소를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16개의 NCS의 능력단위를 공공도서관의 핵
심 업무 영역인 8개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장 사서로 하여금 부적
절하다고 판단된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문헌 연구하기, 연구 수행하기, 연구 결과 활용하
기)’을 제외하여 NCS의 한계를 보완하였고, 누락 항목의 추가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의 
미래 사서 핵심역량 65개 항목들을 매핑하였다. 매핑 과정에서 현장 사서 업무와 관련이 낮
은 일부 항목(논문 및 보고서 작성 교육, 학습이론, 교육방법 및 교육성과평가, 원격교육 및 
교수매체개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론)을 제외하였다. 공공도서관 사
서 직무의 8개 핵심 영역에 따라 미래 사서 핵심역량과 NCS의 능력단위 요소를 매핑한 결과
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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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리

∙ 정보서비스 관련 디지털기술 동향
∙ 장애인 정보접근 보조 기술
∙ 웹페이지 설계 및 운영
∙ 디지털정보자원 통합운영시스템
∙ 유비쿼터스 도서관 응용
∙ 프로그래밍 언어
∙ DB관리, 서버 운영, 애플리케이션개발

∙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정보자료 관리
∙ 장서제적, 폐기 및 보존 현안
∙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 오픈액세스 및 디지털 큐레이션
∙ 지식게이트웨이 구축
∙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제작

∙ 정보 분석하기
∙ 정보 가공하기
∙ 생산된 정보평가하기
∙ 수집자료 관리하기
∙ 보존하기
∙ 폐기하기
∙ 디지털 아카이빙

∙ 연구성과 분석하기
∙ 전자문서 생성하기
∙ 전자문서 분류하기
∙ 전자문서 활용하기
∙ 전자문서 이관하기
∙ 전자문서 보존하기

정보자료 서비스

∙ 주제전문 리에종 서비스
∙ 도서관 3.0 맞춤형 서비스
∙ 주제전문 리에종 서비스
∙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 특수 수용자 서비스
∙ 참고 및 이용자 서비스
∙ 가상 참고정보원 서비스
∙ 주제별 웹 정보자원 서비스
∙ 디지털 회색문헌 서비스
∙ 도서관협력 네트워크기반 정보서비스

∙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 문헌정보 이용 평가 하기 

독서활동 서비스 ∙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 프로그램 설계하기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 프로그램 진행하기
∙ 프로그램 평가하기

문화·평생교육 서비스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제
∙ 세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
∙ 도서관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정보리터러시 및 이용자 교육

∙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운영관리

∙ 경영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관리
∙ 기부금 모금과 관리
∙ 도서관 성과 평가
∙ 사서직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교육인증
∙ 인사실무 및 인력관리
∙ 도서관 시설 및 공간운영
∙ 아웃소싱업무 관리
∙ 도서관 물품 및 용역 구매 관리
∙ 재난 및 안전 대책
∙ 도서관 관리자 리더십
∙ 지역사회 도서관 수요분석
∙ 도서관통계 및 이용자 분석
∙ 도서관 조례 및 관련 규정 운영

∙ 기획전략 수립하기
∙ 조직인사관리하기
∙ 시설 이용 평가하기

대외협력
∙ 국내외 도서관 및 정보 정책 동향
∙ 도서관법 관련 법제 이해
∙ 관종별 도서관협력 기관 및 기구
∙ 국내외 도서관 협력활동
∙ 시민사회연대와 자원봉사자 관리

∙ 정책 분석 적용하기
∙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없음

∙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 도서관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 개인정보 관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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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결과 미래 사서의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8개의 항목(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
치,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관 및 사서
의 권익 옹호 활동, 커뮤니케이션기법,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개
인정보 관리)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 8개 항목은 기존 공공도서관 사서의 핵심영역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전문직 기반’의 항목들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종창, 권나현 2017). 또한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것으로 지적되었던 ‘이용자
별 서비스’, ‘정보 리터러시’의 항목을 ‘문화·평생교육 서비스’영역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출한 사서 직무의 영역별 세부 직무는 
다음 <표 7>의 8개 영역, 5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no. 직무영역 세부직무 no. 직무영역 세부직무

1
정보자료 

조직

분류하기
4

정보자료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목록작성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이용 평가 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

5
독서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 프로그램 설계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프로그램 진행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프로그램 평가하기

2
정보시스템 

관리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6
문화·평생

교육 서비스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이용자별 서비스

3
정보자료 

관리

정보 분석하기 정보리터러시

7 운영관리
기획전략 수립하기정보 가공하기
조직인사관리하기생산된 정보평가하기
시설 이용 평가하기수집자료 관리하기

8 대외협력 정책 분석 적용하기보존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폐기하기

9 추가영역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디지털 아카이빙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연구 성과 분석하기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전자문서 생성하기 도서관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전자문서 분류하기 커뮤니케이션 기법
전자문서 활용하기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전자문서 이관하기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전자문서 보존하기 개인정보 관리

<표 7> 사서 직무 영역별 세부직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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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서 직무별 기술 적용 가능성 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 직무별 신기술 적용 가능을 분석하여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하여 앞서 도출한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과 수정·보완한 사
서의 핵심 업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NCS 문서에 제시된 세부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행 준거, 요구 기술을 바
탕으로 관련 기술을 도출하였다(<그림 1>참조). 예를 들어 정보자료 조직의 세부직무인 ‘문
헌정보 입수하기’의 경우, 수행 준거의 요구 기술은 구입처 선정 능력, 자료입수 능력,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 능력, 입수자료의 검수 능력, 환율변동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 및 태도는 빅데이터의 데이
터 수집 및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자원 공유 지원 기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 NCS 세부능력단위 문서 예시(<문헌정보조직>분류하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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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직 무 적용 기술
직무영역 세부직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인터렉션·스
마트콘텐츠

ICT 융복합 
디바이스

정보자료
조직

분류하기 ○ ○ ○ ○
목록작성하기 ○ ○ ○ ○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 ○ ○ ○
문헌정보 선택하기 ○ ○ ○
문헌정보 입수하기 ○ ○
문헌정보 평가하기 ○ ○ ○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 ○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 ○ ○ ○
수집정책 개발하기 ○

정보시스템
관리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 ○ ○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 ○ ○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 ○ ○ ○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 ○ ○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 ○ ○

정보자료 
관리

정보 분석하기 ○ ○ ○
정보 가공하기 ○ ○
생산된 정보평가하기 ○ ○ ○
수집자료 관리하기 ○ ○ ○ ○
보존하기 ○ ○
폐기하기 ○
디지털 아카이빙 ○ ○
연구 성과 분석하기 ○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
전자문서 보존하기 ○

<표 8> 사서 직무별 적용 기술

NCS의 능력단위 외에 새로이 추가된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행 준거, 요구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분석을 위한 논의 과정에 ICT 분야 
전문가 1인을 동반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2. 분석결과

앞서 도출한 56개 항목의 사서 세부직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
을 대응하여, 사서 직무별 적용 기술을 <표 8>과 같이 도출하였다. 사서 세부직무는 NCS의 
능력단위요소(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제외)와 한국도서관협회의 미래 사서 핵심역량 중 
NCS 미포함 항목 8개를 추가한 결과이며, 적용 기술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
터 인공지능·인지컴퓨팅, 인터렉션·스마트콘텐츠, ICT 융복합 디바이스의 6개 기술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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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 ○ ○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 ○ ○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 ○ ○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 ○

독서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 ○ ○ ○
프로그램 설계하기 ○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 ○
프로그램 진행하기
프로그램 평가하기 ○

문화·평생
교육 서비

스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
이용자별 서비스 ○ ○
정보리터러시 ○ ○

운영관리
기획전략 수립하기 ○ ○ ○
조직인사관리하기
시설 이용 평가하기 ○ ○

대외협력 정책 분석 적용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 ○

추가영역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관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개인정보 관리 ○

가. 적용 기술별 분석 

6개 기술 중 사서 직무영역에 적용 가능한 정도는 빅데이터(30개), 사물인터넷(19개), 인
공지능·인지컴퓨팅(16개), 클라우드 컴퓨팅(15개), 인터렉션·스마트콘텐츠(14개), ICT 융
복합 디바이스(6개)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세무 직무가 총 56개인 것을 고려할 때, 빅
데이터는 그 중 과반 이상의 직무에 적용되어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빅데이터의 세부 기술인 데이터 수집, 저장·처리·관리가 정보 및 데이터를 다루는 도서
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분석 및 추론이나 활용 
및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는 세부 기술이 상용화 수준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과 기술 향상 속도를 볼 때 머지않아 도서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 사물인터넷이 19가지 세부 직무에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센싱 기술과 같은 IoT 디바이스의 적용이 도서관계에 선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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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물인터넷 기술은 도서관 환경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으며, 자료 대출이나, 장서 점검 분야에는 이미 범용화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들이 미세먼지의 측정이나, 온도 및 습도 
조절과 같은 도서관 실내 환경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친환경 도서관 조성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인지컴퓨팅은 주로 기계학습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 정보자료 조직, 정보 시스템 
관리, 정보자료 서비스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고도
화된 인공지능·인지컴퓨팅 기술이 도서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될 때 만족도 높은 개인
화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
공지능의 경우, 향후 기획전략 수립이나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이용자 요구 분석의 기반 기술
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의 저장소 제공, 자원의 공유의 관점에서 사서 직무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동편목과 같이 주로 정보의 공동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정보자료
조직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웹 스케일의 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가상화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 수집 자료의 관리 혹은 보존 등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인터렉션·스마트콘텐츠의 기술 중 하나인 소셜 클라우드 협업은 풍부한 이용자 참여 서비
스의 제공을 지향하는 도서관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과거 전통적인 사서의 
전문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정보자료 조직의 영역도 폭소노미(folksonomy)의 개념이 적용되
고, 이를 응용한 웹 분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소
셜 클라우드 협업을 통한 이용자 콘텐츠 생산 기술은 정보자료의 조직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나 자료의 관리의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콘텐츠의 관점에서 AR/MR/VR 기술은 
디바이스를 통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비용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이용자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ICT 융복합 디바이스가 일부 직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D 프린
터의 경우 AR/MR/VR 기술과 같이 고가의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
래 사회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장서 점검 로봇의 사례처럼 
로봇이 전통적인 사서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이거나 노동력을 요하는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나. 사서 직무별 분석 

55가지 사서 직무 중 43가지의 직무가 1개 이상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서 업무의 78% 가량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부분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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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변화를 겪게 됨을 뜻한다. 

특히 분류하기, 목록작성하기,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이용자 정보 요구 분석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수집자료 관리하기,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의 7가지 직무에 경우, 6개 기술 
중 4개 기술이 적용되어 사서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3가지 직무가 정보자료 조직 영역에 해당하였다. 

신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또 다른 영역은 정보시스템 관리 영역과 정보자
료 서비스 영역으로, 정보시스템 관리 영역의 경우 5가지 직무 모두 3개 이상의 신기술의 영
향을 받으며, 정보자료 서비스 영역의 경우 4가지 직무 중 3가지가 3개 이상의 신기술의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보자료 서비스가 주로 데이터 분석, 이
용자 요구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도서관과 유관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데이터를 
통한 분석 및 추론에 특화되어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신기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직무는 총 12개로 이중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의 경우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한 단위 행정업무에 해당하여 단순 문서작성 능력이나 단순 분류, 검색, 관리시스
템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향후 보존 문제 외에는 크게 신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프로그램 진행하기는 주로 지도력, 창의성, 봉사하는 태
도, 사교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며, 조직인사관리는 종합적 사고, 업무관리 조정 의지, 의사소통
능력 등의 태도와 직원 선발, 교육 훈련, 직원 역량 강화 능력 등을 요하는 직무이다. 이 두 
직무는 추가영역의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과 마찬가지로 정보
자료나 데이터의 관리 능력보다는 대인 관계 형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더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또한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는 전문
직으로서의 사서 역할에 관한 인식 및 역량과 관련한 직무이며, 정책 분석 적용하기는 법·제
도·정책에 대한 분석, 적용, 평가, 개선 능력을 요하는 직무이다. 이는 추가영역의 도서관서비
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직무와 함께 주로 기술보단 전문 지식과 관련한 사서
의 지적 역량과 관련 깊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대체 가능성의 낮은 직무들은 단순반복업무(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로 굳이 신기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와 그 
반대로, 신기술의 적용 영역 이상의 고도의 의사결정 업무(프로그램 진행하기, 정책 분석 적
용하기,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나 전문직 사서로의 활동 업무(도
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
서의 역할 변화)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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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와 역할 변화

1.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서 직무는 대면 서비스를 제
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자동화가 주로 단
순·반복적인, 저숙련 업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도서관의 대다수 업무는 주로 
사서의 주도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
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지능정보화는 현장 사서들에게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인식되
고 있다.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기회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직무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연 외 2018). 그러나 전산화에 대한 업무 대체는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task)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비추
어볼 때, 사서직은 기술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저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무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가 주로 어떤 기술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신기술들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정보자료 조직 영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문헌정보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전문직으로써의 사서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보여 질 수도 있지
만,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자동화됨으로 인해 업무의 과중이 해소됨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새로운 직무 개발을 통해 사서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 영역과 정보자료 서비스 
영역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78%에 해당하는 
직무들이 머지않아 신기술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기술로 인한 완전 대체라는 극단적인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주로 혁신 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의 향상 혹은 서비
스의 고도화 정도의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형태의 기술 
환경 변화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서 역량 
강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ICT 교육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교육 커리큘럼의 개선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예비 사서의 역량 개발과 사서의 재교육·계속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무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55가지 직무 
중 12가지 직무가 신기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자문서 시스
템 관련 단순 단위행정 업무 4가지를 제외하면, ‘프로그램 진행하기’, ‘조직인사관리’,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같이 주로 사람과 조직에 관련된 직무,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가치’,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와 같은 전문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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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서 인식과 역량,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과 같이 법·제도·정
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서의 핵심 역량으로 커
뮤니케이션 능력, 조직관리 능력, 창의력,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전문 지식 등이 요구될 것이다. 

2. 미래 사서의 새로운 역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사서는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도서관자료의 수집, 관리, 제공하는 한정적인 업무를 위주로 정의되어 있다(통계분류포
털 2018). 그러나 사서는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
서관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 정보의 개념 범위와 가치 기준이 
시대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사서의 책임과 역할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변하였지만 정보라
는 매개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사명은 그대로 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한 번의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사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사회적 기회
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이 사서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구체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직무 영역별 기술 대체 가능성, 신기술별 직무 적용 분야,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무를 통하여, 미래 사서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래 사서는 일부 전통적 업무의 기술 대체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무 개발이 힘써야 한
다.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는 증강현실과 같은 인터렉션 콘텐츠나 다양한 스마트 콘텐
츠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매체를 초월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하는 ‘융합적 창조자’,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에 익숙한 이용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요구에 따른 콘텐
츠 전반을 다루는 ‘통찰적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고난이도의 업무 영역
들에 대한 신기술들의 적용으로 인한 업무 과중의 해소가 사서들로 하여금 주로 새로운 콘텐
츠 개발과 관리의 역량을 기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 대부분의 사서 직무영역에 영향을 주는 ICT 혁신 기술들에 대하여 실효적인 측면에
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도서관 콘텐츠 및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예측 및 적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과, 다수 
영역이 디지털화되는 미래 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
터 분석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능력이자 기초 능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사서 역량 
강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오늘날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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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과 함께 도서관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 도서관의 공간 
활용하여 이용자 체험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조적 기획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와 같은 3D 프린터 등의 스마트 디바
이스의 체험 학습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서는 ‘디바이
스 헬퍼’의 역할을 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의 ‘공간’은 체험과 유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가장 가깝게는 사회 구성원에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서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앞서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기술로 대체가 불 가능
한 지도력, 창의성, 사교성, 대인 관계 형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발휘하여 경쟁의 
시대가 아닌 협력과 공생의 시대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협상가’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비교적 신기술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직무들과 관련 있으며, 

도서관 경영 및 운영능력, 법제도 관련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주로 요한다. 따라
서 이러한 능력들은 미래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전문화·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서직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
하고, 구체적인 사서 세부 직무별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업무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도출된 핵심업무들의 특성을 토
대로 미래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구조 및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
으며, 혁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며, 

미래 사회의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동화 기술과 
컴퓨터 연산 기술의 발전이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였듯이, 사람의 두뇌
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중급 수준의 업무 영역까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서관내 직군들 다수가 향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직 사서들로 하
여금 직무불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어 일
자리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경제적 효용이나, 법적 제약,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직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과업을 기준으로 자동화 가능
성을 분석하였을 때, 사서는 저변화, 저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신기술들의 범위를 규정
하기 위하여 ICT 분야의 기술 분류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정보통신단체 표준인 IC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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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ICT 기술 분류체계의 기술 유형과 정의를 기반으로 도서관 적용 사례를 통해 
6개 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인지컴퓨팅, 인터렉션·스마트 콘
텐츠, ICT 융복합 디바이스)를 선정하였다. 

셋째,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서서 직무를 조망하기 위해 사서 직무분석 사례와 한국직무
능력표준(NCS)를 매핑하였다. NCS를 기준으로 공통 직무와 추가 직무를 도출하여 총 8개 
핵심 영역의 56개 직무 항목을 구성하였다. 

넷째, 사서 직무별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 기술 중 사서 직무영역
에 적용 가능한 정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인지컴퓨팅, ICT 융복합 디바이스, 인터
렉션·스마트 콘텐츠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대상 직무의 78%에 해당하는 43가지 직무가 1개 
이상의 신기술의 영항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분류하기, 목록작성하기, 메타데이터 작
성하기, 이용자 정보 요구 분석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수집자료 관리하기,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의 7가지 직무에 경우, 6개 기술 중 4개 기술이 적용되어 사서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3가지 직무가 정보자료 조직 영역에 해당하였다. 반
면 신기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직무는 총 12가지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의 
단위 행정 업무 4가지를 제외하고, 주로 사람과 조직에 관련된 직무,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인식과 역량 등과 관련 있는 직무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서의 핵심업무는 및 새로운 역할을 제시
하였다. 미래 사서는 난이도 높은 직무 영역의 기술 대체로 인해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회로 새로운 영역의 직무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신기술의 영향력이 커지
는 만큼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조직인사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역할, 

법·제도·정책 관련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의 사서는 
더이상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융합적 창조자, 통찰적 관리자, 데이터 사이
언티스트, 서비스 창충 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적 기획자, 디바이스 헬퍼, 퍼스트 부머, 협상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도서관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비사서와 사서를 위한 교육·재교육 커리큘럼의 구성에 실질적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통해 6개 기술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이외의 새로운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분석 
결과에 더 다양한 ICT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사서의 과업 
도출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사례를 매핑하였기 때문에, 학교도서
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기관 사서 직무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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