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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NCS 역량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서직 역량기 을 조사하는 한편, NCS  사서직 역량요소에 한 국내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사서직 계속교육을 

한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하고자 하 다. 한 도출한 핵심역량에 비하여 재 국립 앙도서 의 사서직 계속교육 

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설문조사, 집단면  등을 활용하 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NCS 역량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체계(NCS-CPD)”는 각종 도서 에 근무하는 장사서에게 

필요한 문  기  핵심역량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체계는 향후 사서직 계속교육 연구  장에서의 균형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개발에서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mpetency-base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model using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various competency standards for librarians developed in and out of the countr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to obtain professional librarians’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heir opinions on the NCS for library professions. It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NCS elements 
and mapped with elements in the five other competency standard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s. 
It also scrutinized the current training program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formed the areas to enhance the current NCS by 
identifying underdeveloped competencies and identified the course contents that should be developed with 
priorities. The study also developed a modifi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CS-CPD).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can utilize this scheme as a useful guideline 
to develop balance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urriculums for the practitioners working in variou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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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사회의 빠른 변화로 인해 사서가 생

애에 걸쳐 문성을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해 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사서 

문직 단체는 문직 역량 기 을 극 으로 

개발하여 사서직 계속교육에 체계 으로 활용하

고 있다(권나  2016). 사서직의 역량기 은 지

식정보환경과 정보이용자의 요구가 지속 으로 

변화하는 조건에서 문직 사서가 갖추고 견지

해야 할 핵심역량을 명시한 표  지표이자 가이

드라인이다. 최근 국제도서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2015)의 계속교육분과에서는 

사서의 문직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서 가장 주목할 동향

으로 사서직 계속교육에 핵심역량을 용하는 

추세를 보고하 고, 그 로 국도서 회가 

“ 문직 지식과 기술기반”이란 역량기 을 개

발하여 사서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황을 소개

하 다. 

문직 역량을 강조하는 이러한 상에 비추

어 볼 때, 사서직 계속교육에서도 국내외 주요 

사서 역량 기 을 검토하여 한국 사서들을 한 

역량기 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국내

에서도 역량기반 교육에 한 심이 국가직무

능력표 (National Compentency Standards: 

NCS)을 심으로 사회 으로 커가고 있고, NCS 

문헌정보 리도 2014년에 발표되었다(한국산업

인력공단 2016; 안인자 2016). 실무에서의 직무

능력 제고를 해 개발된 NCS를 사서직 계속교

육과정에 용하는 것은 장 사서의 역량강화

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그간 NCS의 용가능성은 주로 학의 문헌

정보학 교육 등 정규교육과정과 련해 연구되

어 왔다(권선 , 백지원, 차성종 2015; 노 희, 

신 지 2016; 차성종 2016a). 한 장사서 

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NCS 문헌정보 리 구성

요소의 요도와 활용도를 악함으로써 NCS의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 다(차성종 2016b). 

한 사서의 문성 강화를 해 계속교육 로

그램을 제안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으나, NCS가 

용된 연구는 아니었다(안인자 외 2012). 따라

서 계속교육과 련하여 NCS의 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역량별 콘텐츠 개발방향을 제안한 연

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서직 역량기 을 조

사하고 사서직 역량요소에 한 국내 연구를 분

석함으로써 NCS를 심으로 사서직 계속교육

을 한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하 다. 

한 도출한 핵심역량에 비하여 재 국립

앙도서 의 사서직 계속교육 로그램을 분석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사서직 계속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사서직 역량강화를 한 계속

교육 로그램을 체계 으로 개발하는데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  문헌정보

리와 함께 사서직과 련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역량 기 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으로써, 

향후 사서직 계속교육 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기 의 요소와 방향을 모색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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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2.1 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국가직무능력표 (NCS)은 교육훈련과 노동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자격제도 개편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NCS는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별․수 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 2항)

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의 주도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등 유  기 들이 업체계를 구축하

여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7월 재까지 

총 887개의 표 (24개 분류, 80개 분류, 238

개 소분류, 887개 세분류)이 개발되었다. NCS

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교육훈련

기 에서는 NCS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 훈

련기   교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계의 요

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산업체에서

는 직원 상으로 직무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는 

경력개발경로나 자가진단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 술기획경 리직군에 분류되어 있

는 “NCS 문헌정보 리”는 2014년에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총 11개의 능력

단 와 39개 능력단 요소로 개발되었다(한

국산업인력공단 2014). 그 후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시스템운 , 도서 정보센터경 리, 

독서문화 로그램운  등 4 역이 각기 두 능

력단 로 분리되어, 2016년 재 총 15개 능력

단  43개 능력단 요소로 개정되었다(한국

산업인력공단 2017).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NCS 문헌정보 리 직무와 련해 개발된 평

생경력개발 체계도인 <표 2>는 15개 각 능력단

를 직무경험과 직능직 에 따라 직능수 을 

배치한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NCS 

분류번호

능 력 단 

(직능수 )
능 력 단  요 소

NCS 

분류번호

능 력 단 

(직능수 )
능 력 단  요 소

080101041

2_16v3

문헌정보

수집정책개발(5)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하기
080101040

6_16v3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5)

문헌 연구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연구 수행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연구 결과 활용하기

080101041

3_16v3
문헌정보 수집(5)

문헌정보 선택하기

080101040

7_14v2

문헌정보 

이용 분석(5)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시설 이용 평가하기문헌정보 입수하기

로그램 운  평가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

연구 성과 분석하기

080101040

2_14v2
문헌정보 조직(4)

분류하기

080101040

8_14v2
문헌정보 보존(5)

수집자료 리하기

보존하기목록 작성하기

폐기하기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표 1> NCS 문헌정보 리 능력단 , 직능수 , 능력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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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수
직무경험 직능직 직무명 능력단

7  16년 이상 
부장/ 장

(1 정사서)
 

6  13~16년
차장/ 장

(1 정사서)
 

5  9~13년
과장/담당

(2 정사서)
문사서

도서 유 기 력

도서 정보센터경 리

문헌정보시스템운

문헌정보시스템구축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 수집정책 개발

문헌정보서비스마

문헌정보 큐 이션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 이용분석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

이용자정보서비스

4 5~9년
리/ 원

( 사서)

메타데이터/목록/

분류 문사서
문헌정보조직

3  3~5년 주임/ 원 문헌정보 실무자 독서문화 로그램운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

<표 2> 평생경력개발 체계도 

<표 2>에서 제시된 능력단 별 직능수 에

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문헌정보조직”이 

“독서문화 로그램”보다 높고 “이용자정보서

비스”보다 낮은 직능수 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에 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

다. 능력단 들은 각기 다른 문성을 요하는 

직무로, 능력단  차원에서 직능수 이 결정되

기보다는 각 직무내에서 세분화된 능력을 도출

하여 그 능력별로 직능수 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실제로 해외 사서직의 채용공고를 보면, 

사서 일반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문헌조직, 이

용자정보서비스, 어린이서비스사서 등 문 직

NCS 

분류번호

능 력 단 

(직능수 )
능 력 단  요 소

NCS 

분류번호

능 력 단 

(직능수 )
능 력 단  요 소

080101040

3_14v2

이용자 

정보 서비스(5)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080101040

9_14v2

문헌정보 

큐 이션(5)

정보 분석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운 하기 정보 가공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080101041

4_16v3

문헌정보

시스템구축(5)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080101041

0_14v2

문헌정보 서비스 

마 (5)

문헌정보 서비스 마  

기획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실행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평가하기

080101041

5_16v3

문헌정보

시스템운 (5)

문헌정보 시스템 운 하기
080101041

8_16v3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3)

로그램 요구분석하기

로그램 설계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운 계획 작성하기

080101041

6_16v3

도서  정보센터 

경 리(5)

기획 략 수립하기

801010419

_16v3

독서문화 로그램 

운 (3) 

로그램 진행하기
조직인사 리하기

080101041

7_16v3

도서  

유 기  력(5)

정책 분석 용하기
로그램 평가하기

유 기 과 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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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별로 채용하여 각 직무에서  생애에 걸친 

문경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 문

제는 NCS 구조도에서 재 세분류에 머물고 

있는 문헌정보 리를 소분류나 분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될 수 있다(차성종 2016b). 

 

2.2 국내외 사서직 역량 기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는 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학원 과

정의 졸업생이 가져야 할 기본  지식기반으

로 ‘사서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of 

Librarianship)’을 확정하여 인 하 다. 학교, 

학, 공공, 특수, 정부기  등 모든 종의 도

서 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이 역량들을 최소의 

문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핵심역량은 총 8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직 기반, 정보자원, 기록지식정보

의 조직, 기술 련 지식과 기술, 참고정보  이

용자서비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학습, 경

리 등이며, 각 핵심역량 아래 구체 인 요소

들이 제시되어 있다.

OCLC WebJunction(2014)의 도서 분야 

역량지표는 기  도서 역량, 장서, 경 , 이용

자서비스, 기술 등 총 5개의 역량 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기  도서 역량을 제외한 다른 네 

역은 통 인 ALA 핵심역량에도 포함된 

문지식 역이다. 반면 기  도서 역량에는 

반드시 도서 이라는 맥락에 한정되지 않은 일

반  업무수행에도 필요한 기본사무  기술

(technology)능력과 조직 련 역량( : 업, 

커뮤니 이션, 리더십, 직업윤리)이 포함되어 있

어, ALA의 역량지표와 차별성을 보인다. ALA 

핵심역량이 ALA 인증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인 

사서의 핵심역량인 반면, WebJunction의 역량

지표는 사서에 국한되지 않고 그 하 직까지 포

하는 모든 도서  종사자들의 직무 수행에 필

요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그 기술방

식에 있어 다소 추상 으로 기술된 ALA의 역

량지표와 달리 WebJunction의 역량지표는 구

체 인 실무  내용으로 표 하고 있다는 도 

차별 이다. 

국의 표 인 정보 문가와 지식 리

자의 문단체인 공인도서 정보 문가 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13)는 도서 , 정보 

 지식 련 문직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

에 한 총체  지도로 문지식과 기술기반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 

PKSB) 을 개발하 다. PKSB는 기본 으로 

윤리와 가치를 문직 교육의 심에 두고, 크

게 직업 련 문지식(professional expertise)

과 업무의 기 능력(generic skills) 등 두 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직업 련 문지식

은 총 8개 지식 역을 포함하는데, 지식정보조

직, 지식정보 리, 지식정보이용, 연구능력, 정

보거버 스와 수, 기록 리와 아카이빙, 장서

리와 개발, 문해능력과 학습 등이다. 둘째, 직

업기 능력은 총 4개 업무능력으로,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과 리, 이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뮤니 이션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지식은 도서   지식정보 환경과 

함께 체 사회 환경에 한 이해를 토 로 

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2015)는 사서교육의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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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미래 사서직무의 문성에 요구되는 

합리 인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기 한 목 으

로 사서직무 수행에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지

식  기술을 제안하 다. 총 8개 범주 65개 항목

으로 구성된 이 역량지표는 기본 으로 ALA 

핵심역량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각 범

주를 구성하는 개별  지식과 기술에 해서는 

매우 구체 인 업무 는 활동들로 역량을 제

시하고 있어, 추상 인 기술법을 사용한 ALA

와 차별성을 보인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도서 의 본질  기능

과 더불어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시민의 수요변화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 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사서직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조직  측

면과 문  측면으로 제시하 다(국립 앙도

서  2005). 조직  핵심역량에는 환경의 인

지․해석 능력, 일반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

력, 시간 리 능력, 조직 내 응능력, 변화  

신 역량, 정보 리 역량, 자기통제력 등 8개 범

주가 포함된다. 문  핵심역량에는 도서  패

러다임의 이해 능력, 문헌정보 리 역량, 독서서

비스 능력, 지식․정보서비스, 고객 리, 정보통

신기술활용, 사회문화  교류증진, 국제업무수

행능력, 도서 경 능력, 학문주제별 문역량, 

장서 리역량, 정보자원보  역량, 법률  운  

능력 등 13개 범주를 포함한다. 이 핵심역량지

표는 조직  측면의 일반 업무 역량을 문 핵

심역량과 거의 동등하게 취 하고 있다는 이 

특징으로, 도서  지식과 기술 이외에 사회문

화  교류증진 역량, 국제업무 수행, 법률  운

 등 국제, 문화, 법률  역량을 강조하고 있

다. 체 인 구조측면에서 이 핵심역량은 

문지식과 기 업무 양 측면을 포 하고 있는 

CILIP의 PKSB  기  핵심역량을 제시한 

NCS와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에서 살펴본 여러 역량지표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각각의 특장 을 악

하여 재 NCS 문헌정보 리의 강 을 확인

하고 보완 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 수행을 하여 내용분석, 설문조사, 

집단면  등을 조사방법으로 활용하 다. 

먼  내용분석에서는 NCS를 심으로 5종의 

국내외 역량지표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국내 

표 사서교육기 인 국립 앙도서 에서 2017년 

제공하는 50개 교과목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장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서

직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문역량별 요도를 

악하여 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을 한 

역량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목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2015년도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에 참여했던 국의 각종도서  직원 

5,648명을 표본으로 하여 2015년 11월에 온라

인 설문으로 실시하 고, 성실하게 응답한 총 

1,019명(응답률 18%)의 응답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목

으로 여러 종을 표하는 장 사서 10명을 

청하여 총 2회의 집단면 을 실시하 다. 

면 에서는 사서직 계속교육의 역할과 방향성, 

NCS 기반 역량도출의 타당성과 개선방안, 장

성과 속보성을 제고할 사서교육의 방향,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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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사서직 계속교육에 한 경험  요구, 

온라인 교육방법론, 강사 발굴방안 등에 한 폭

넓은 이슈들을 논의하 다. 집단면 에서 논

의한 내용은 사서직 계속교육의 비 과 목표 설

정, 핵심역량 규명  계속교육 체계도 개발, 역

량별 강좌 시를 제안하는데 반 하 다. 구체

인 연구방법은 울산 학교산학 력단(2015)

에 상술되어 있다. 

 4. 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역량지표  콘텐츠개발

본 연구는 NCS를 기 로 선행연구에서 검토

한 여러 핵심역량들을 참고하여 “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핵심역량별 교과목  그 개발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4.1 1단계: 문 핵심역량지표 비교검토 

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

CPD) 도출을 하여, 그 핵심역량 범주를 

NCS와 같이 크게 문 핵심역량과 기  핵심

역량으로 나 어 각 범주의 역량에 한 분석

을 실시하 다. 

먼  NCS 기반의 사서직 문 핵심역량 도

출을 해 분석한 역량지표는 NCS 문헌정보

리, ALA(2009)의 사서직 핵심역량, 한국도서

회(2014)의 사서직 핵심역량이다. NCS의 

직무능력단   능력단 요소를 기 으로 하여 

ALA의 8개 범주, 41개 핵심역량요소와 한국

도서 회의 ‘지식  기술’의 8개 범주, 65개 

요소를 순차 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항목을 상호 

유사성에 따라 매핑하 다. <표 3>에 제시한 매

<그림 1>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  콘텐츠 개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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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핵심역량
ALA 핵심역량 (2009) 한국도서 회 핵심역량 (2015)

능력단 능력단 요소

문헌정보

수집정책개발

이용자 정보요구분석하기
2A. 기록지식정보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주기 련 개념과 이슈
2.1. 지식의 생명주기  출 동향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 선택하기
2B. 평가, 선정, 구입, 처리, 보  등 자원의 

수집과 폐기 련 개념, 이슈  방법

2.2. 자료의 선정, 평가, 구입 등 수서실무 안

2.3. 상업 웹자원 라이센스 계약
문헌정보 입수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보존

수집자료 리하기
2C. 다양한 유형의 장서 리 련 개념, 이슈 

 방법

보존하기 2D. 리와 보존 등 장서의 유지 리 련 개념, 

이슈와 방법
2.4. 장서제 , 폐기  보존 안

폐기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2.5. 디지털 아카이빙과 매체 환

2.7. 기  리포지터리 운

문헌정보조직

분류하기 3.1. 분류  편목 기법

목록작성하기

3A. 기록지식정보의 조직  표  련 원리 3.2. 색인 록 작성

3B. 기록지식정보원의 조직에 필요한 개발, 기

술  평가 기술

3.4. 데이터베이스 구축론

3.5. 시멘틱웹  온톨로지 이해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3C. 목록, 메타데이터, 색인, 분류 표  등 기록

지식정보 조직시스템
3.3. MARC  메타데이터론

문헌정보

시스템구축

문헌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하기

4A. 도서 ․정보기 의 자원, 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는 정보통신기술(ICTs)

4.1. 정보서비스 련 디지털기술 동향

4.9. 장애인 정보 근 보조 기술

4B. 문직 윤리와 서비스 규범과 용에 부합

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련 도구의 용

4D. 기술  진보를 인지하고 용하기 한 

목 으로 새로운 기술과 신을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기술

문헌정보시스템 

기획하기

4C. 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세부사항, 유효

성  비용 효율성의 측정과 평가기법

문헌정보시스템 

구축하기
4.2. 웹페이지 설계  운

4.3. 디지털정보지원 통합운 시스템

4.6. 유비쿼터스 도서  응용

4.8. 로그래  언어

4.4. 도서 력네트워크기반 정보서비스

4.7. DB 리, 서버 운 , 애 리 이션 개발

문헌정보

시스템운  

문헌정보시스템

 운 하기

문헌정보시스템 

평가하기

이용자

정보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5A.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인들이 합하고 

정확한 기록지식 정보로 근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  이용자서비스의 개념, 원리, 

기법

5.2. 주제 문 리에종 서비스

5.3. 도서 3.0 맞춤형 서비스

5.8.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5.9. 특수 수용자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운 하기

5B.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정보를 검색, 평가, 종합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

5.4. 가상 참고정보원 구축

5.7. 주제별 웹 정보자원서비스

5.6. 디지털 회색문헌 서비스

5C. 기록지식정보의 자문, 재, 안내 제공에 

필요한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인들과의 성

공 인 상호작용 기법

5.1. 참고  이용자서비스

5D. 정보리터러시/정보효능감 기법과 방법, 계

산리터러시, 통계리터러시
5.5. 정보리터러시  이용자 교육

<표 3> 문 핵심역량간 매핑: NCS vs. ALA 핵심역량 vs. 한국도서 회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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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핵심역량
ALA 핵심역량 (2009) 한국도서 회 핵심역량 (2015)

능력단 능력단 요소

7D. 기록지식정보의 검색, 평가, 이용에 활용하

는 교수  학습의 개념, 과정, 기법 등의 

원리

6.6. 논문  보고서 작성 교육

7C. 학습이론, 교육방법, 성취도 평가 등의 도서

 / 정보기 에서의 용

7.3. 학습이론, 교육방법  교육성과평가

6.5. 원격교육  교수매체개발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5F. 이용자 요구, 커뮤니티, 선호의 다양성에 

한 평가와 능동  처를 한 원리

5G.  상황과 새로운 상황이 서비스  자원개

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원리와 기법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

로그램 요구 분석하기 7B. 이용자의 평생학습에서 도서 의 역할 

( : 평생학습을 양질의 도서  서비스 

제공  도서 서비스 홍보에 활용)

7.4. 도서  문화 로그램 기획  실제로그램 설계하기

운 계획 작성하기

독서문화 

로그램 운  

로그램 진행하기
7.2. 세 별 평생학습 로그램 구축

7.5. 독서지도  독서치료

로그램 평가하기

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문헌 연구하기
6B.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요 연구 결과와 연구

문헌 
6.1.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연구 수행하기 6A. 정량 ․정성  연구 방법론 6.2. 양   질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활용하기

문헌정보

이용분석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6.3. 지역사회 도서  수요분석

6.4. 도서 통계  이용자 분석

시설 이용 평가하기

로그램 운  평가하기

연구성과 분석하기
6C. 새로운 연구의 실질 , 잠재  가치 평가의 

원리와 방법

문헌정보

큐 이션

정보 분석하기

정보 가공하기

2.6. 오 액세스  디지털 큐 이션

2.8. 지식게이트웨이 구축

4.5. 도서  디지털콘텐츠 제작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문헌정보서비스

마  기획하기

1H. 도서 , 사서, 도서 직원, 도서 서비스를 

한 효과 인 옹호의 요성

문헌정보서비스

마  실행하기

5E.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개념과 서비스를 

알리고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옹호의 원리

와 기법

8.4. 도서 서비스 홍보  마  활동

5.2. 주제 문 리에종서비스

문헌정보서비스

마  평가하기

도서  
정보센터 
경 리

기획 략 수립하기

8A. 도서 ․정보기 의 기획과 산 원리
8.1. 경 계획 수립  산편성 리
8.15. 기부  모 과 리

8C. 도서  서비스와 그 성과의 개념, 방법, 
측정과 평가

8.3. 도서 성과 평가

조직인사 리하기

7A. 도서 ․정보기  실무자의 계속 인 
문직 개발의 필요성

8B. 효과 인 인사업무와 인 자원개발 원리
8E. 신  리더십의 개념, 이슈, 방법

7.1. 사서직의 지속 인 문성개발과 교육인증

8.2. 인사실무  인력 리

8.7. 도서  시설  공간운

8.14. 아웃소싱업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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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결과는 세 지표에 모두 포함된 역량과 특정

지표에만 존재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역량지표들의 개별  특성으로 인해 능력단

요소 수 에서의 일 일 매핑이 항상 가능한 것

은 아니었다. ALA가 개념 심으로 기술되어 

체로 추상성이 강한 반면, 한국도서 회는 

도서  심의 구체  언어로 기술되어 있고, 

NCS는 업무과정을 특정성이 낮은 용어로 기술

하 기 때문이다. 

NCS를 심으로 분석한 매핑 결과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두 역량기 에 있는 

“ 문직 기반” 련 내용이 NCS에서는 독립된 

능력단 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다.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 등을 포함하는 이 

역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울산 학교산학

력단 2015)와 한국도서 회(2015)의 연구에

서 사서들이 요하게 인식하는 상  핵심역량

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매우 요한 역량이다. 

한편 능력단 요소 수 에서 보면, “경 리”

에서 기획 략, 정책분석, 유 기 과 력 등이 

강조되고 내부  경 에서 “조직인사 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도서 시설  공간운 ”, 

NCS 핵심역량
ALA 핵심역량 (2009) 한국도서 회 핵심역량 (2015)

능력단 능력단 요소

8.5. 도서  물품  용역 구매 리

8.13. 재난  안  책

8.10. 도서  리자 리더십

도서  
유 기  

력

정책분석 용하기
1F. 도서 ․정보 문직 련 국내외의 사회, 

공공, 정보, 경제, 문화 련 정책  동향 

1.4. 국내외 도서   정보 정책동향
1.5. 도서 법 련 법제 이해

1.7. 종별 도서 력 기   기구

유 기 과 력하기
8D. 모든 이해당사자와 사 상 커뮤니티 내 

트 십, 력, 네트워크 개발 련 개념과 
방법

8.8. 국내외 도서  력활동

8.12. 시민사회연 와 자원 사자 리

없음

없음
1A.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와 기본 

원리
1.1.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
1.6. 도서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없음
1B. 민주  원칙과 지  자유의 진을 한 

도서 과 정보 문직의 역할 (표 , 사상 
 양심의 자유 포함)

1.3. 지식사회에서 도서   사서의 역할변화

없음 1C. 도서 과 사서직의 역사

1.2. 도서   커뮤니 이션 역사
없음

1D. 커뮤니 이션 역사와 커뮤니 이션이 도
서 에 미친 향

없음
1E. 종별 도서 (학교, 공공, 학, 특수 등)

과 유  정보기 들

1.7. 종별 도서 력 기   기구

8.8. 국내외 도서  력활동

8.12. 시민사회연 와 자원 사자 리

없음
1G. 도서 ․정보기  련 법  임워크

( 작권법, 사생활보호, 표 의 자유, 평등
권(장애인법), 지 재산권 등 포함)

1.5. 도서 활동 련 법제 이해

1.9. 도서 서비스와 작권

8.9. 작권  라이센스 계약

8.6. 도서  조례  련규정 운

8.11. 개인정보 리

직업기 능력

1I.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한 해법을 찾는 
기술

1. 효과 으로 말과 을 구사하는 커뮤니 이
션 기술

없음 1K. 문분야별 요구되는 자격  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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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등과 같은 요한 요소들은 NCS에 락

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향후 NCS를 보

강할 때 극 수렴해야 할 내용으로 악되었다. 

한, NCS는 타 역량지표에 비해 “문헌정보이

용분석”과 “문헌정보큐 이션”을 능력단  수

에서 구성하여 강조하는 경향을 보 다. 이 

역량은 통 인 문헌정보학에서 강조해 온 역

량은 아니지만, 21세기 정보 문직에게 요구되

는 능력을 NCS가 선도 으로 수렴한 것이므로 

계속교육에서 필수 인 역으로 악하 다. 

4.2 2단계: 기  핵심역량지표 비교검토

문헌정보 리 문 업무 이외에 부분의 직

무분야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는 역량인 기 역

량을 도출하기 하여 NCS의 10개 “직업기

능력”, 한국인사행정학회의 8개의 “조직  핵심

역량”, 국 CILIP의 4개 “직업기 능력”, 미국 

WebJunction의 7개의 “기  사서직 역량”을 비

교분석하 다. NCS의 직업 기 능력을 심으

로 역량지표들을 매핑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ALA나 한국도서 회(2015)

에 포함되지 않은 이 기 핵심역량을 사서직 역량

지표에 포함해야 할 요한 역량으로 악하 다. 

그 이유는 기 역량들이 NCS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본 연구에서 장사서를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기  핵심역량에 한 요

도(5  만  척도에서 4.33)가 문 핵심역량의 

요도(4.12)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기 때문이다(울산 학교산학 력단 2015).

NCS 

직업기 능력
NCS 정의

인사행정학회의

조직  핵심역량

CILIP 

직업기 능력

WebJunction

기 도서 역량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 정보처리 정보 리능력 IT와 커뮤니 이션  

기술능력 기술이해, 기술선택, 기술 용 IT와 커뮤니 이션 기본기술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직업윤리

자원 리능력
시간자원, 산자원, 물 자원, 인

자원 리
시간 리 능력

 

인 계능력
웤, 리더십, 갈등 리, 상, 고객서

비스
조직내 응능력 리더십과 옹호 업,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 , 

기 외국어

기본사무능력,

 커뮤니 이션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일반  사고능력

수리능력
기 연산, 기 통계, 도표분석, 도표

작성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 자기 리, 경력개발 자기통제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 경 이해, 

업무이해
환경 응능력

변화  신 능력 략기획과 리 교육과 신

이용자 심의 

서비스설계와 마  

<표 4> 사서직 계속교육을 한 기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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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단계: 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

역량(NCS CPD) 도출

앞에서 비교분석한 ‘ 문 핵심역량’과 ‘기  핵

심역량’을 종합하여 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

육 핵심역량(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CS CPD)을 <표 5>와 같이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NCS CPD의 분류는 NCS

의 능력단 , 소분류는 NCS의 능력단 요소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오른쪽 세 칼럼은 NCS와 

비교된 각 역량지표들의 해당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냈다. 

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역량 명시 여부*

능력단 능력단 요소 NCS ALA
한국도서

회

1. 문직 기반

1.1.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에 한 이해 

(민주  원칙과 지 자유 진을 한 정보 문직의 역할)
× ￮ ￮

1.2. 도서   정보 문직의 역사 , 사회  역할에 한 이해 × ￮ ￮
1.3. 사서직의 문직성  문직 제도, 권익옹호 활동에 한 이해 × ￮ ￮
1.4. 사서직의 지속  문성 개발  계속교육에 한 이해 × ￮ ￮
1.5 지식정보 커뮤니 이션과 그 역사에 한 이해 × ￮ ￮
1.6. 도서   정보센터의 유형과 역사에 한 이해 × ￮ ￮
1.7. 도서 , 정보 문직 련 국내외 사회, 공공, 정보, 경제, 문화 련 정책 

 동향 악
￮ ￮ ￮

1.8. 도서  정보정책 련법, 조례, 제도, 정책에 한 이해(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법, 표 의 자유, 작권/지 소유권, 정보공개, 장애인평등

법, 연구윤리 등)

￮ ￮ ￮

2. 정보자원개발

2.1.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유통 구조, 학술정보커뮤니 이션에 한 이해 × ￮ ￮
2.2. 정보자원의 수집 련 상업  차의 이해와 처리 능력 × ￮ ￮
2.3. 정보자원 수집정책 개발 능력 ￮ ￮ ×

2.4. 정보자원 선정을 한 이용자 요구 분석 능력 ￮ × ×

2.5. 정보자원의 선택, 입수  등록에 한 이해와 처리 능력 ￮ ￮ ￮
2.6. 수집된 문헌정보 평가하기 ￮ ￮ ×

3. 정보자원 리보존

3.1. 정보자원 리능력 ￮ ￮ ￮
3.2. 정보자원 보존능력 ￮ ￮ ￮
3.3. 정보자원의 가치 평가  폐기 능력 ￮ ￮ ￮
3.4. 아카이빙  매체 환 능력 ￮ △ ￮

4. 정보자원 조직

4.1. 정보자원의 조직과 표 에 한 원리와 방법의 이해 능력 △ ￮ △

4.2. 정보자원 조직에 필요한 기술, 개발 동향 악  이해 능력

( : 메타데이터, 시멘틱웹, 온톨로지, LOD 등)
△ ￮ △

4.3. 정보자원의 근 체계 구 을 한 메타데이터

(분류, 목록, 메타데이터)작성 능력
￮ ￮ ￮

<표 5>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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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역량 명시 여부*

능력단 능력단 요소 NCS ALA
한국도서

회

5. 정보기술과 시스템 

5.1. 정보  커뮤니 이션 기술(ICT)에 한 동향 악  도서  업무에의 

용 능력
￮ ￮ ￮

5.2. 문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  기획 능력 ￮ ￮ ×

5.3. 문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능력 ￮ ￮ ￮
5.4.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 × △

5.5.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능력 ￮ ￮ ×

6. 정보이용자서비스

6.1. 정보서비스의 개념, 원리, 기법에 한 이해  정보서비스 기획  

개발을 한 환경 분석 능력
￮ ￮ ×

6.2. 합정보원의 검색, 평가, 선정  서비스하는 능력 × ￮ △

6.3.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춤화하여 응 하는 상호작용 능력
× ￮ △

6.4.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가공 능력 × ￮ ￮
6.5. 정보자원의 안내, 재  자문하는 능력 × ￮ ×

6.6. 정보취약계층에게 사하고 옹호하기 해 서비스를 알리고 설명하는 

능력
× ￮ ￮

6.7. 정보활용교육 (정보리터러시) 개발  수행 능력 × ￮ ￮
6.8. 데이터 리터러시, 수학   통계  활용 능력 × ￮ ￮
6.9. 정보서비스 성과평가 능력 ￮ ￮ ×

7. 평생학습과 독서

7.1. 평생학습에 한 이해와 도서 로그램 × ￮ ￮
7.2. 독서 로그램 개발  수행 능력 ￮ × ￮
7.3. 독서지도  서평작성 능력 △ × △

7.4. 지식정보활용 련 학습이론, 교수법, 평가기법 능력 × ￮ ￮

8. 실무 연구수행

8.1. 연구문제와 연구문제 련 문헌을 악하는 능력 × ￮ ￮
8.2. 양   질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 ￮ ￮ ￮
8.3. 연구 결과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 ￮ ￮ ￮

9. 이용성과 분석

9.1. 정보자원 이용평가 능력 ￮ × ×

9.2. 로그램 이용평가 능력 ￮ ￮ ￮
9.3. 시설환경 이용평가 능력 ￮ △ ×

9.4. 학술 연구성과 데이터 분석 능력 ￮ △ ×

10. 지식정보큐 이션

10.1. 잠재  요구를 분석, 악하여 창의  지식정보 발굴 ￮ × △

10.2.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을 한 정보수집  가공능력 ￮ × ×

10.3. 생산된 지식정보의 시, 리  평가능력 ￮ × ×

11. 서비스 마

11.1. 서비스마 (홍보, 아웃리치)에 한 이해  기획 능력 ￮ × ×

11.2. 서비스마  수행 능력 ￮ △ ￮
11.3. 서비스마  평가 능력 ￮ × ￮

12. 경 리

12.1. 도서   정보센터 경  계획 수립 능력 ￮ × ￮
12.2. 산 편성과 회계 리 능력 × ￮ ￮
12.3. 조직 리  인 자원의 지속  개발 ￮ ￮ ￮
12.4. 도서   정보센터 공간, 시설, 환경 리 능력 × ￮ ￮

13. 유 기 력

13.1. 도서   정보센터 련 정책 분석  용 능력 ￮ × ￮
13.2. 이용자, 이용자 공동체  련 기 /단체와의 력 개발  운  

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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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 능력단 요소 NCS
인사행

정학회
CILIP

Web

Junction

14. 기  핵심역량

14.1. 변화 신능력 × ￮ ￮ ￮
14.2. 조직이해  략기획능력 ￮ ￮ ￮ ×

14.3. 인 계능력( 웤, 리더십, 갈등 리, 상, 고객서비스) ￮ ￮ △ ￮
14.4. 의사소통능력(구두  문서 커뮤니 이션) ￮ × ￮ ￮
14.5 문제해결능력 ￮ ￮ × ×

14.6. 자원 리능력 ￮ △ × ×

14.7 자기개발능력 ￮ ￮ × ×

14.8 기 정보기술능력 ￮ △ ￮ ￮
14.9. 수리능력 ￮ × × ×

주) ￮=명시됨, △=부분 으로 명시됨, ×=명시되지 않음 

NCS 기반의 역량지표 개발에는 몇 가지 개

발기 이 용되었다. 먼 , 새 역량지표에서는 

“문헌정보” 신 “정보자원”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 다. 원래 “문헌”은 기록정보 체를 지칭

하는 매우 포  의미를 갖지만, 실에서는 

종이책이라는 다소 진부한 이미지가 강해 원래 

의미 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기록매체를 포 하는 용어로 

“정보자원”을 사용하 다. 

한, NCS는 기본 으로 실무  기능을 수

행하기 한 과정을 기획, 수행, 평가 순으로 열

거하는 경향을 가진 로세스 모형이다. 컨 , 

문헌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환경분석, 기획, 

구축, 운 , 평가 등의 순으로 능력단 요소를 

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은 

기본 으로 NCS의 로세스 모형의 틀을 유지

하지만, NCS에 역량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단

요소를 기술하 다. 

한편, 핵심역량을 수정하여 도출하면서 역량

의 구성단 와 그 기술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에서 비교한 세 가지 문역량 지표

는 역량의 구성단 와 언어  표 이 상이했다. 

NCS의 능력단 요소는 로세스 심이면서 

포 인 역량 단 를 제안하 으며, ALA 핵

심역량은 그 표 이 추상 이었고, 한국도서

회는 역량 단 를 실무 심의 언어로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

의 구성단 를 로세스가 아닌 직무 역에 

따라 범주화하 다. 기술방식은 개념성을 살리

면서 동시에 기능 심으로 기술함으로써 실체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최종 으로 

도출된 역량지표의 내용을 NCS에서 수정된 사

항을 심으로 역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NCS 핵심역량의 최  취약 은 문직 기

반과 련된 요소가 독립된 능력단 로 명시되

어 있지 않다는 이다. 이에 “ 문직 기반”을 

제 1능력단 로 추가하고, 기 개발된 역량지표에 

제시된 련 요소들을 모아 8개 요소로 구성하

다. 이 역은 ALA와 한국도서 회에서 가장 

앞에 명시된 역이다. 나아가 장사서를 상

으로 설문조사(N=1,014)한 본 연구 결과, 이 

역은 사서들이 가장 요하다고 응답한 상  

3개의 역량요소(“사서직 계속 교육  문성 개

발”, “지식사회에서 도서   사서의 역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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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 자유, 정보기술의 윤리  사용”, “정보

문직 윤리, 도서 의 사회  가치, 도서 사, 

도서   사서의 권익 옹호”에 포함된 역이기

도 하다(울산 학교산학 력단 2015). 

(2) 제 2능력단 인 “정보자원 개발”은 원래 

NCS에서 4개 요소로 구성된 “문헌정보수집”으

로, 2016년 개정에서 “문헌정보 수집정책개발”

과 “문헌정보 수집”의 2개 능력단 로 분리하고 

수집정책개발에 2요소를 추가하여 6개 요소로 

확 된 역이다. 2개 능력단 를 보면 서로 긴

히 연결된 내용( : “문헌정보자료수집하기”와 

“문헌정보 입수하기”)들이 분리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하나의 능력단 로 재결합

하 다. 사실 ALA와 한국도서 회의 핵심역

량에서는 정보자원의 개발  입수, 리, 보존 

등 일련의 과정을 문헌정보의 생명주기차원에서 

악함으로써 부 하나의 역량단 로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본 NCS-CPD에서는 정보자원의 

개발  입수를 “개발”이라는 하나의 단 로 구

성하고, 리보존은 독립된 다른 역량단 로 구

성하 다. 이 역에서는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유통과정, 학술정보커뮤니 이션 유통과정에 

한 이해가 요한데 기존의 NCS에는 명시되

어 있지 않아 이를 능력단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구체화하고자 하 다. 

(3) 제 3능력단 인 “정보자원 리보존”에는 

NCS의 “문헌정보보존”에 명시된 4요소를 체

로 유지하 다.

(4) 제 4능력단 인 “정보자원조직”에서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NCS의 “문헌정

보조직”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분류, 목록, 메타

데이터 작성 등이 매우 제한 으로 이해될 여지

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 인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 다. ALA는 개념 으

로 근한 반면, 한국도서 회는 MARC, 분류

편목, 색인,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구축, 시멘

틱웹과 온톨로지 이해 등으로 특정 기술을 직  

언 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의 역량지표는 실

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은 있으나, 

정보조직 실무에서 꾸 히 새로운 표 이 개발되

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변화에 더 융통성있는 

개념 인 기술방식을 사용하 다. 

(5) 제 5능력단  “정보기술과 시스템”은 NCS

에서 원래 5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능력단 다

가 2016년 개정에서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문헌

정보시스템구축(환경분석, 기획, 구축)과 문헌

정보시스템운 (운 , 평가)으로 분리된 역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분명하

지 않아 재결합하 다. 이 역시 ALA와 한국도서

회의 개가 매우 비되는 역으로, ALA

는 개념을 강조한 반면 한국도서 회는 실제기

술 심( : 정보네트워크, 웹페이지설계, 디지

털콘텐츠제작, 로그래 언어, DB서버 구축, 장

애인보조기술 등)으로 개하고 있다. 새로 개발

된 역량지표는 NCS와 같이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   과정을 로세스 심으로 개하 다. 

(6) 제 6능력단  “정보이용자서비스”는 “이용

자정보서비스 기획, 운 , 평가 등 3요소로 구성

한 NCS를 따르지 않고, 신 정보서비스의 다양

한 측면을 드러낸 ALA와 한국도서 회를 

많이 수용하 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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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녀야 할 다양하고 문 인 역량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총 9개의 요소

로 구성하 다. 

(7) 제 7능력단 는 “평생학습과 독서”로, 원래 

NCS에서는 “독서문화 로그램운 ”이라는 하

나의 능력단 로 개발된 것이다. 2016년 개정에

서는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요구분석, 설

계, 운 계획작성)과 운 (진행, 평가)으로 분

리되고, 계획수립에 요구분석과 설계 등 두 요소

가 추가된다. 그러나 NCS의 구체 인 내용을 

보면, 이 역은 독서뿐 아니라 평생교육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도서 로그램, 교육  학습

이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능력단  명칭에 이

에 한 분명한 명시가 필요하 다. 이에 “평생

학습과 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함된 요소

는 모두 능력단 요소로 명시하 다.  계획과 

운 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단해 한 능력단

로 통합하고 총 4개 요소로 구성하 다.  

ALA와 한국도서 회에 공통 으로 포함된 

“도서 정보기  실무자의 계속  문직 개

발”은 사서직의 문성 역량으로 보고 제 1 역

으로 이치하 다.

(8) 제 8능력단 는 “실무연구수행”으로 문헌

연구, 연구수행, 결과활용 등 3요소로 구성된 

NCS의 기조를 체로 유지하여 개하 다. 이 

역량은 장에서는 사실 그 가치가 제 로 평가

받지 못하는 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집단면 에서 그 필요성에 해 부정 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차성종(2016b)

의 조사에서 장사서들은 이 역량의 요성과 

활용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조사나 학

술 회 참석 등의 학술활동이 사서의 주된 업무 

의 하나인 해외 도서  사례나 사서직의 문

직성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역량은 매우 요한 

역이다. 따라서 이 능력단 는 연구 사례 개발

의 에서 실습과 결합된 교과목을 개발하는 

등 장의 제한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역이라고 할 수 있다. 

(9) 제 9능력단 는 “이용성과분석”으로, NCS

의 “문헌정보 이용분석”에 명시된 4요소를 그

로 유지하 다.

(10) 제 10능력단 는 “지식정보큐 이션”으로 

NCS “문헌정보큐 이션”에서 로세스 심으

로 개한 3요소(정보분석, 가공, 생산된 정보평

가)를 그 로 유지하 다. 한 연구조사에서 이 

역량은 장사서들에게서 요하지 않게 평가되

어 향후 NCS에서 제거되어야 할 역량으로 제시

되기도 하 다(차성종 2016b). 그러나 이 역량은 

문지식으로 무장한 지식정보 큐 이션을 통한 

서비스마 을 강조하는 최근 동향을 볼 때 오히

려 사회변화에 따라 지식을 지속 으로 업데이트

할 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11) 제 11능력단 는 “서비스마 ”으로, NCS 

“문헌정보서비스마 ”에서 로세스 심으

로 개한 3요소(기획, 실행, 평가)를 그 로 유지

하 다.

(12) 제 12와 13능력단 는 “경 리”와 “유

기 력”이다. 이 역량은 원래 “도서 정보센

터경 리” 한 능력단 로 개발되었다가 2016

년 개정에서 추가 요소 없이 조직의 내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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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획 략수립, 조직인사 리)와 외  

유 기 력(정책분석 용, 유 기 력)

으로 분리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외부

기 과의 력이 차 요해지는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개정된 NCS를 따르는 한편, “경

리”에 포함되지 못한 산과 공간 등을 새 능력단

요소로 추가하여 총 4요소로 구성하 다. 

(13) 앞의 13개 능력단 가 “ 문 핵심역량”인 

반면, 제 14능력단 는 총 9개 요소로 구성된 

“기  핵심역량”이다. NCS 10개 기 핵심역량

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수정하 다. 변경된 내용

을 보면, 타 기 역량지표에 포함된 “변화 신

능력” 요소를 추가하는 한편, 정보능력과 기술

능력을 결합하여 “기 정보기술(ICT)”로 변

경하 고, “직업윤리”는 “ 문 핵심역량”에 포

함된 “ 문직 윤리”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삭제

하 다.

4.4 4단계: 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콘텐츠 

구성체계 

제 4단계에서는 사서직 계속교육 콘텐츠 개

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도출

한 NCS 기반 핵심역량 구성체계를 <그림 2>

와 같이 모형화하여 제시하 다. NCS가 능력

단 별로 제시한 직능수 (<표 2>)은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본 체계도 개발에 용하지 못

했다.

<그림 2>의 기  핵심역량의 배치는 설문조사 

 실무 문가들과의 집단인터뷰에서 조사

한 의견을 반 하는 한편 본 연구진(울산 학교

산학 력단 2015)의 경험  단에 기반하여 구

성하 다. 그림의 맨 왼쪽 세로축에 직 별 구분

을 두어 실무자 을 맨 아래에 두고 그 로 간

리자 과 최고경 자 을 차례로 배치하 다. 

각 직 별로 가로축에 그 직 에 해당하는 기  

<그림 2> 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 구성체계



2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제2호 2017

 문  문 핵심역량을 배치하 다. 가로

축 맨 아래에는 문역량  문직의 토 가 

되는 역량을 치함으로써 사서/정보 문직은 

직 이나 직무, 종에 계없이 구나가 기

본 으로 갖추어야 할 토  역량을 치시켰

다. 이는 장사서들의 설문조사 결과  실무

자 인터뷰에서 강하게 피력된 1 역에 한 교

육요구를 바탕으로 반 한 것이다. 나머지 

문역량은 각 역량별로 낮은 수 부터 높은 수

의 역량요소를 각 행의 아래에서 로 략

으로 개하 다. 기 핵심역량 역시 실무자 

기 에서 우선 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 으로 

수에 따라 각 단 요소를 배치하고자 하 다. 

이 역시 각 직무 안에서 각기 다른 수 의 문

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집단인터뷰를 반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치는 다소 임의

이라 할 수 있다. 직 별로 상하 에 배치한 

핵심역량 요소들은 정확히 요소의 문성 수

을 정확히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직이 

문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직 의 

장 사서들은 련업무의 새로운 동향과 정보기

술을 습득하기 해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역

에서 지속 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단, 

조직측면의 경 리 역량과 리더십 역량에서

는 직 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한 고려를 교육과정에 반 시켜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최고경 자를 하여 “도서 정보

센터 경 계획 수립능력”과 “연구문제 악능

력” 등의 문핵심역량에 련된 직 별 강좌

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무자와 달리 

간 리자와 최고경 자는 그 직 의 특성상 

조직의 의사결정에 한 책임과 문직 사서들

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을 

해서는 사서 문직 분야의 최신 동향이나 사

회변화와 기술동향  경 련 최신 동향을 

악해 경 에 용하도록 돕는 강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5 5단계: NCS CPD에 비한 국립 앙도

서  사서직 계속교육 교과목 분석

앞에서 도출된 NCS-CPD 핵심 역량에 비

하여, 2017년 재 국립 앙도서 이 개설한 집

합(오 라인)  사이버(온라인) 사서직 계속

교육과정이 얼마나 균형있게 개발되어 있는지 

그 황을 분석해 보았다. 교과목 분석에는 교

과목명과 간략설명문을 토 로 집합교육 54과

목과 사이버교육 36개 과목 등 총 90개 과목이 

포함되었다(국립 앙도서  2016). 분석결과는 

역량별로 기 개설된 교과목을 집합교육과 사이

버교육으로 나 어 <표 6>에 제시하 다. 이는 

국립 앙도서  연간 교육인원의 70% 이상이 

온라인교육 수강자이므로, 사이버교육의 황을 

별도로 악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국립 앙도서  개설 교과목은 체로 소주

제를 다루기보다는 학교과목 수 의 포 인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표 6>

에서 보이듯, 역량별 교과목 매칭은 능력단 요

소가 아닌 능력단  수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

나 교과목명을 통해 련 능력단 요소를 부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표시된 과목수

와 개설 과목명을 통해, 재 개발이 충분히 된 

주제 역과 개발이 필요한 역을 악할 수 있

다. 컨 , 제 7능력단 (평생학습과 독서)는 

총 17개 과목이 개발되어 다른 능력단 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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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국  개설 교과목

능력단 능력단 요소 과목수 집합 사이버

1. 문직 기반

1.1.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에 
한 이해(민주  원칙과 지 자유 진을 
한 정보 문직의 역할)

5/5

- 도서 과 작권

- 도서 법령실무

- 신임사서기본(공무원)
- 도서 의 이해
(비 공자 상)

- 도서 직원국외연수

- 도서 과 작권

- 민간사이버
- 개인정보법 이해하기
(공무원공용)

- 신임사서실무
- 문헌정보학기
(비 공자 상)

1.2. 도서   정보 문직의 역사 , 사회  
역할에 한 이해

1.3. 사서직의 문직성  문직 제도, 권익
옹호 활동에 한 이해

1.4. 사서직의 지속  문성 개발  계속교육
에 한 이해

1.5. 지식정보 커뮤니 이션과 그 역사에 한 
이해

1.6. 도서   정보센터의 유형과 역사에 한 
이해

1.7. 도서 , 정보 문직 련 국내외 사회, 
공공, 정보, 경제, 문화 련 정책  동향 
악

1.8. 도서  정보정책 련법, 조례, 제도, 정책
에 한 이해(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법, 표 의 자유, 작권/지 소유권, 정
보공개, 장애인평등법, 연구윤리 등)

2. 정보자원개발

2.1.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유통 구조, 학술
정보커뮤니 이션에 한 이해 

1/2
- 도서 장서 리
(국립/공공) 
( 학/ 문)

- 도서 장서 리
- 어린이책에 한 이해

2.2. 정보자원의 수집 련 상업  차의 이해
와 처리 능력

2.3. 정보자원 수집정책 개발 능력

2.4. 정보자원 선정을 한 이용자 요구 분석 
능력

2.5. 정보자원의 선택, 입수  등록에 한 
이해와 처리 능력

2.6. 수집된 문헌정보 평가하기

3. 정보자원 리보존

3.1. 정보자원 리능력

2/1

- 도서 장서 리
(국립/공공) 
( 학/ 문)

- 도서 자료 리보존  
복원

- 도서 장서 리
3.2. 정보자원 보존능력 

3.3. 정보자원의 가치 평가  폐기 능력

3.4. 아카이빙  매체 환 능력

4. 정보자원조직

4.1. 정보자원의 조직과 표 에 한 원리와 
방법의 이해 능력

4/4

- KDC자료분류
- 국가자료종합목록활용
(도서)
(공공/ 문)
(국립/공공) 

- 통합서지용KORMARC
형식(도서- 학/ 문) 

- 메타데이터활용

- KDC6  자료분류
- DDC23  자료분류
- KORMARC형식
- 서지정보를 활용한 
링크드데이터

4.2. 정보자원 조직에 필요한 기술, 개발 동향
악  이해 능력( : 메타데이터, 시멘

틱웹, 온톨로지, LOD 등)

4.3. 정보자원의 근 체계 구 을 한 메타데
이터(분류, 목록, 메타데이터)작성 능력

5. 정보기술과 시스템 

5.1. 정보  커뮤니 이션 기술(ICT)에 한 
동향 악  도서  업무에의 용 능력

5/0

- 도서 최신동향
- KOLASIII이해  활용
(공공/ 문)

- 도서 자료 리시스템과 
책이음운 (공공/작은)

- 작은도서 자료 리시스
템운

- 디지털도서 운

없음

5.2. 문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  기획 능력

5.3. 문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능력 

5.4.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5.5.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능력

<표 6> NCS-CPD 비 국립 앙도서  사서직 계속교육 행 교과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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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국  개설 교과목

능력단 능력단 요소 과목수 집합 사이버

6. 정보이용자서비스

6.1. 정보서비스의 개념, 원리, 기법에 한 
이해  정보서비스 기획  개발을 한 
환경 분석 능력

4/8

- 도서 이용자 리
(국립/공공) 
( 학/ 문)

- 도서 노인서비스
- 도서 장애인서비스

- 도서 정보활용교육

- 주제 문사서기
- 도서 이용자커뮤니 이션
- 어린이서비스기
- 어린이와의 커뮤니 이션
- 공공도서 과 청소년서비스
- 학교도서 력수업
- 도서 장애인서비스
- 빅데이터와 도서

6.2. 합정보원의 검색, 평가, 선정  서비스
하는 능력

6.3.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춤화하여 
응 하는 상호작용 능력

6.4.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가공 능력 

6.5. 정보자원의 안내, 재  자문하는 능력

6.6. 정보취약계층에게 사하고 옹호하기 
해 서비스를 알리고 설명하는 능력

6.7. 정보활용교육 (정보리터러시) 개발  
수행 능력

6.8. 데이터 리터러시, 수학   통계  활용 
능력

6.9. 정보서비스 성과평가 능력

7. 평생학습과 독서

7.1. 평생학습에 한 이해와 도서 로그램 

7/10

- 독서지도심화
- 독서치료심화
- 독서토론코칭
- 쉽게배우는 서평쓰기 심화
- 동화구연
- 어린이청소년독서 로그
램설계

- 도서 문화 로그램심화

- 책함께 읽기
- 독서지도기
- 독서지도심화
- 독서치료기
- 독서토론코칭
- 어린이독서상담
- 어린이독서교실운
- 어린이책에 한 이해
- 어린이책서평
- 쉽게 배우는 서평쓰기

7.2. 독서 로그램 개발  수행 능력

7.3. 독서지도  서평작성 능력

7.4. 지식정보활용 련 학습이론, 교수법, 
평가기법 능력

8. 실무 연구수행

8.1. 연구문제와 연구문제 련 문헌을 
악하는 능력

2/0
- 도서 통계활용기법기
- 도서 통계활용기법심화

 
8.2. 양   질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

8.3. 연구 결과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

9. 이용성과 분석

9.1. 정보자원 이용평가 능력

2/1
- 도서 통계활용기법기
- 도서 통계활용기법심화

- 빅데이터와 도서
9.2. 로그램 이용평가 능력

9.3. 시설환경 이용평가 능력

9.4. 학술 연구성과 데이터 분석 능력

10. 지식정보큐 이션

10.1. 잠재  요구를 분석, 포착하여 창의  
지식정보 발굴 

 0/0   10.2.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을 한 정보수집 
 가공능력

10.3. 생산된 지식정보의 시, 리  평가능력

11. 서비스 마

11.1. 서비스마 (홍보, 아웃리치)에 한 
이해  기획 능력

1/1
- 도서 홍보
(국립/공공)
( 학/ 문)

- 도서 마 과 홍보
11.2. 서비스마  수행 능력

11.3. 서비스마  평가 능력 

12. 경 리

12.1. 도서   정보센터 경  계획 수립 능력

5/5

- 도서  공간구성
(국립/공공)
( 학/ 문) 

- 아름다운도서 체험
(국내)

- 도서 경
- 도서 공간구성

- 학교도서 운
- 작은도서 운

12.2. 산 편성과 회계 리 능력

12.3. 조직 리  인 자원의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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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많이 개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과목 총 36개 에서 10개의 과목이 독서

련 과목이다. 반면, 제 1 역의 능력단 요소

인 도서   정보 문직의 사회  역할  윤

리 등에 한 강좌는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한, 제 5능력단 (정

보기술과 시스템)에서 사이버교과목은  개

발되어있지 않음이 밝 졌다.

4.6 6단계: 핵심역량별 교육강좌 제안

NCS CPD 체계에 따라 문  기  핵심역

량별 교육강좌를 <표 7>과 같이 제안하 다. 제

시한 강좌 시들은 기본 으로 본 연구의 문헌

연구를 통해 악한 국내외 사이버교육의 동향

과 설문조사와 집단면 을 통해 악한 

장의 요구, 그리고 지식정보환경  기술 발

과 사회  요구 등을 반 하여 도출하 다(상세

한 내용은 울산 학교산학 력단(2015) 참조). 

한 국립 앙도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교과목의 세부 내용과 ALA(2016)의 Online 

Learning 사례를 포함한 해외 사서직 계속교육 

강좌 등이 반 되었다. 문직의 계속교육이란 

특성을 감안하여 강좌 당 장시간을 요하거나 개

론 인 내용의 교과목은 가  제한하 다. 이

미 자격증을 갖고 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재

교육  특성에 맞게, 문역량별 최신동향과 기

술을 시에 효과 으로 교육하기 해서는 긴 

차시의 개론식 교과구성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

다. 다만, ‘ 문직 기 ’ 역량은 학교에서 습득한 

련 지식을 장 경험을 통해 실증 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어 개론 인 부분도 일부 제안하

으며, 법과 제도 련 교과목은 그 내용이 수시

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반 하 다. 

NCS 기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국  개설 교과목

능력단 능력단 요소 과목수 집합 사이버

12.4. 도서   정보센터 공간, 시설, 환경 
리 능력

- 문도서 운 기
- 도서 리더(최고경 자)
- 사서한마당

- 문도서 기

13. 유 기 력

13.1. 도서   정보센터 련 정책 분석  
용 능력

1/0 - 도서 법령실무  
13.2. 이용자, 이용자 공동체  련 기 /단

체와의 력 개발  운  능력

14. 기  핵심역량

14.1. 변화 신능력 0/0

14.2. 조직이해  략기획능력 0/0

14.3. 인 계능력( 웤, 리더십, 갈등 리, 
상, 고객서비스)

 0/1  
- 안 한 사회를 한 폭력
방교육(공동)

14.4. 의사소통능력(구두  문서 커뮤니 이션) 1/2 - 사서를 한 발표스킬
- 보고서잘쓰는방법
- 커뮤니 이션스킬

14.5. 문제해결능력 0/0

14.6. 자원 리능력 0/0

14.7. 자기개발능력 1/1 - 사서를 한 인문학강독 - 정심리(공동)

14.8. 기 정보기술능력 0/1
-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14.9. 수리능력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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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강좌 시

능력단 능력단 요소

1. 문직 기반

1.1.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 가치에 한 

이해 

∙도서  사상과 지 자유

∙시민사회의 형성과 도서

∙도서검열의 역사와 장서개발

1.2. 도서   정보 문직의 역사 , 사회  

역할에 한 이해

∙근 의 탄생과 도서 의 역할

∙디지털환경과 사서의 역할

∙역사를 바꾼 책들

1.3. 사서직의 문직성  문직 제도, 

권익옹호 활동에 한 이해

∙도서 의 사회  인식확산과 옹호활동 사례

∙학교도서  지원 활성화를 한 옹호활동 사례(학교)

∙ 문직 회 활동의 이해

1.4. 사서직의 지속  문성 개발  계속교육

에 한 이해

∙최신 사서 직무 개발 동향  응용

∙선진 도서  직무 개발 사례

∙AI시 와 정보 문직의 미래

1.5. 지식정보 커뮤니 이션과 그 역사에 한 

이해

∙매체 환경변화와 커뮤니 이션

∙책의 탄생과 르네상스 그리고 디지털 명

∙오 사이언스 

1.6. 도서   정보센터의 유형과 역사에 한 

이해

∙고  도서  건축 둘러보기

∙공간구성을 통해 본 도서  유형 고찰

1.7. 도서 , 정보 문직 련 국내외 사회, 공

공, 정보, 경제, 문화 련 정책  동향 악

∙도서  최신정책 동향

∙도서  련 국가정책 들여다보기

∙4차 산업 명과 도서

1.8. 도서  정보정책 련법, 조례, 제도, 정책

에 한 이해(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법, 표 의 자유, 작권/지 소유권, 정보

공개, 장애인평등법, 연구윤리 등)

∙도서  련법의 이해

∙도서 법의 실무 용 사례

∙도서 과 개인정보보호

∙도서 과 작권

∙디지털자원과 작권 

2. 정보자원개발

2.1.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유통 구조, 학술정

보커뮤니 이션에 한 이해

∙정보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출 산업 동향

∙오 액세스운동과 학술커뮤니 이션( 학)

2.2. 정보자원의 수집 련 상업  차의 이해

와 처리 능력

∙출 유통 로세스 탐색과 상 략

∙학술지 서비스 방향과 오  액세스( 학)

2.3. 정보자원 수집정책 개발 능력
∙공공도서  장서개발정책의 실재와 개발연습(공공)

∙ 종별 최근 장서개발 동향

2.4. 정보자원 선정을 한 이용자 요구 분석 

능력

∙은퇴후 실버세 의 독서경향과 요구분석(공공)

∙청소년기 독서경향과 장서개발(공공/학교)

∙다문화장서개발의 실제

2.5. 정보자원의 선택, 입수  등록에 한 이해

와 처리 능력

∙장애인 자료 선정과 입수방법

∙eBook 수서의 실재

2.6. 수집된 문헌정보 평가하기
∙학교도서  장서평가(학교)

∙디지털 장서평가

3. 정보자원 리보존

3.1. 정보자원 리능력
∙효율 인 장서 리 사례

∙연구데이터 리( 학/연구)

3.2. 정보자원 보존능력 
∙자료 보존과 복원의 이해

∙장서보존을 한 기술과 응용

3.3. 정보자원의 가치 평가  폐기 능력 ∙공공도서  장서평가의 기 과 실제(공공)

3.4. 아카이빙  매체 환 능력

∙디지털환경과 정보 보존

∙향토자료와 마을아카이빙(공공)

∙오 액세스와 기  리포지토리 운 ( 학)

<표 7> 핵심역량별 콘텐츠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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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강좌 시

능력단 능력단 요소

4. 정보자원조직

4.1. 정보자원의 조직과 표 에 한 원리와 
방법의 이해 능력

∙서지 기술 모형의 이해
∙FRBR과 FRAD의 이해

4.2. 정보자원 조직에 필요한 기술, 개발 동향
악  이해 능력( : 메타데이터, 시멘틱웹, 
온톨로지, LOD 등)

∙메타데이터와 시맨틱웹
∙RDA 목록규칙의 이해
∙정보 근  다양화 사례1(테마 컬 션 개발)
∙LOD 활용사례

4.3. 정보자원의 근 체계 구 을 한 메타데
이터(분류, 목록, 메타데이터)작성 능력

∙KDC 6  주요개정의 이해와 용실습
∙KCR 4 의 이해와 용실습
∙메타데이터 작성 실제
∙RDA기반 메타데이터 작성 실제

5. 정보기술과 시스템 

5.1. 정보  커뮤니 이션 기술(ICT)에 한 
동향 악  도서  업무에의 용 능력

∙정보통신 환경 최신 트랜드
∙디지털 정보자원과 디지털도서
∙빅데이터 환경과 디지털도서

5.2. 문헌정보시스템 환경분석  기획 능력 ∙문헌정보 리시스템 리 최신동향

5.3. 문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능력 
∙도서 과 정보 랫폼 개발 사례
∙클라우드환경과 문헌정보시스템

5.4.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작은도서  자료 리시스템 운

5.5. 문헌정보시스템 평가 능력 ∙디지털도서  평가기법

6. 정보이용자서비스

6.1. 정보서비스의 개념, 원리, 기법에 한 이
해  정보서비스 기획  개발을 한 
환경 분석 능력

∙정보서비스의 원리와 차
∙주제별 문서비스 사례
∙도서 의 SNS 활용 략

6.2. 합정보원의 검색, 평가, 선정  서비스
하는 능력

∙디지털정보서비스를 한 정보평가  선정 
∙정보검색기법과 활용

6.3. 모든 연령과 집단의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춤화하여 
응 하는 상호작용 능력

∙이용자 정보요구사례와 정보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운 사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도서 의 새로운 역할(학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력사례(학교)
∙수업연계서비스 모델 ‘BackwardDesignModel’이해하기
∙정보 커뮤니 이션 활성화 사례

6.4.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가공 능력 

∙가상참고서가 구축(과 평가)
∙최신 과학기술정보원 안내(공공)
∙공공도서  서비스를 한 온라인 건강정보원(공공) 
∙교육과학습을 한최신앱(App)추천
∙지역주민의 생활정보요구와 정보원 개발

6.5. 정보자원의 안내, 재  자문하는 능력

∙이용자 정보문제와 정보문제 해결 사례
∙정보차트의 개발과 활용
∙지역사회정보안내 서비스 
∙온라인 공공정보 활용 

6.6. 정보취약계층에게 사하고 옹호하기 
해 서비스를 알리고 설명하는 능력

∙장애인자료의 이해와 활용
∙다문화이용자의정보요구와 아웃리치

6.7. 정보활용교육 (정보리터러시) 개발  
수행 능력

∙RefWorks 활용 기법( 학)
∙청소년 유해사이트 리 사례(학교)
∙인터넷 유해요소 차단과 학교도서 의 역할(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제작 교육) 상 편집
∙무한상상공간 활용법 100%
∙어르신을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활용 교육(공공)
∙정보시각화와 정보의 표
∙네트워크분석과 정보의 이해
∙정보생활과 통계의 활용
∙앱과 자책을 활용한 조기 리터러시 로그램사례(학교)
∙디지털미디어 활용 이용교육 사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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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NCS-CPD)
강좌 시

능력단 능력단 요소

6.8. 데이터 리터러시, 수학   통계  활용 
능력

∙빅데이터 리터러시 
∙공공데이터 이해와 활용 
∙(디지털 시 의 화법) 코딩 교육
∙(연구활동 지원을 한) 통계분석 교육( 학)

6.9. 정보서비스 성과평가 능력
∙도서  서비스품질 측정의 이해
∙LibQual+ 을 변형한 서비스 성과 측정 

7. 평생학습과 독서

7.1. 평생학습에 한 이해와 도서 로그램 
∙평생학습과 생애주기별 도서  정보교육
∙시민 여가를 한 도서  로그램 개발

7.2. 독서 로그램 개발  수행 능력

∙독서문화 로그램 기획  운
∙독서치료와 도서 의 역할
∙노인 독서 로그램 운  사례
∙다문화 독서 로그램 운  사례
∙장애인 독서 로그램 운  사례
∙인문학 독서론

7.3. 독서지도  서평작성 능력

∙서평쓰기의 원리와 실제
∙독서치료 로그램 기획과 실제
∙시를 활용한 독서토론
∙ 화를 활용한 독서토론
∙논쟁  토론 이끌기(학교)
∙독서토론과 서평 쓰기

7.4. 지식정보활용 련 학습이론, 교수법, 
평가기법 능력

∙사서교사 역량강화 로그램(학교)
∙사서를 한 교수법
∙온라인 정보활용교육 매체제작법
∙정보 리터러시 수업 평가 기법 실제

8. 실무 연구수행

8.1. 연구문제와 연구문제 련 문헌을 
악하는 능력

∙문헌을 통해 본 도서  최신동향
∙도서  핫이슈 탐색

8.2. 양   질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
∙이용자 설문조사기법
∙문제해결을 한 집단면 기법
∙지역사회 조사방법론

8.3. 연구 결과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
∙Evidence-based 장개선 사례
∙ 장연구(action research) 이해하기

9. 이용성과 분석

9.1. 정보자원 이용평가 능력
∙공공도서  출데이터 분석과 활용 
∙정보서비스 이용평가 사례

9.2. 로그램 이용평가 능력

∙독서 로그램 운 성과분석기법
∙어린이 독서 로그램 운 평가
∙청소년 독서 로그램 운 평가
∙최신 학교도서  평가동향(학교)

9.3. 시설환경 이용평가 능력
∙시설환경 이용평가를 한 통계분석 
∙도서  공간활용 평가기법

9.4. 학술 연구성과 데이터 분석 능력

∙연구성과 분석을 한 계량정보학응용( 학/연구)
∙연구동향 분석사례( 학/연구)
∙연구성과 분석사례( 학/연구)
∙학술정보인용과 계량정보분석 기 ( 학/연구)

10. 지식정보큐 이션

10.1. 잠재  요구를 분석, 포착하여 창의  지
식정보 발굴 

∙지식정보와 큐 이션
∙큐 이션을 통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사례

10.2.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을 한 정보수집 
 가공능력

∙큐 이션 지식정보 조직화 기법 

10.3. 생산된 지식정보의 시, 리  평가
능력

∙지식정보 큐 이  사례분석
∙연구  통계데이터 리( 문)

11. 서비스 마
11.1. 서비스마 (홍보, 아웃리치)에 한 

이해  기획 능력
∙서비스마  이해 운 략
∙디지털시 의 마   홍보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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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서비스마  수행 능력
∙언론과 도서  홍보
∙소셜미디어와 도서  마
∙도서  성과확산과 이미지 메이킹

11.3. 서비스마  평가 능력 ∙서비스마  성과분석기법

12. 경 리

12.1. 도서   정보센터 경  계획 수립 능력

∙도서 경  환경과 최신동향

∙도서  자원확보 략

∙네트워크시 의 도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도서 의 새로운 역할(학교)

∙4차 산업 명: 삶의 변화와 응

12.2. 산 편성과 회계 리 능력
∙도서  산의 구성과 회계 리

∙ 산집행 차와 사례

12.3. 조직 리  인 자원의 지속  개발

∙ 문직 인사 리의 기본 원칙과 차

∙학습조직과 도서  조직 리

∙참여  문역량 계발사례(공공)

12.4. 도서   정보센터 공간, 시설, 환경 리 

능력

∙법 환경과 도서  건축

∙빈 퇴치 사례

∙도서 과 재난 책

∙학습공간과 도서  공간(학교)

∙학교도서  공간구성의 새로운 동향(학교)

13. 유 기 력

13.1. 도서   정보센터 련 정책 분석  

용 능력

∙도서  정책 동향

∙고령화 사회와 도서 의 미래

∙공공도서  조례와 법령 실제

13.2. 이용자, 이용자 공동체  련 기 /단체

와의 력 개발  운  능력

∙시민참여와 공공도서

∙지역 도서  네트워크 구성과 운

∙도서 을 한지역사회개발론 이해

∙행정기 과의 력  업무수행 사례(공공) 

14. 기  핵심역량

14.1. 변화 신능력
∙ 로벌 환경변화와 도서 서비스 략의 새로운 방향

∙해외 공공도서 서비스 최근 동향(공공)

14.2. 조직이해  략기획능력

∙ 략  사고와 략 경

∙환경분석과 략수립 과정

∙비   정책수립의 원리

14.3. 인 계능력( 웤, 리더십, 갈등 리, 

상, 고객서비스)

∙리더의 상과 역할

∙의사결정의 원리와 과정

∙ 간 리자의 리더십

∙조직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14.4. 의사소통능력(구두  문서 커뮤니

이션)

∙사서를 한 커뮤니 이션 스킬

∙ 리자의 스피치 코칭

∙ 리젠테이션 제작 스킬

∙ 략  보고서 작성법

14.5. 문제해결능력 
∙조직의 이슈 악과 문제해결

∙조직내 갈등의 조정과 문제해결

14.6. 자원 리능력
∙국가재정의 이해와 자원 확보

∙효과 인 시간 리

14.7. 자기개발능력 ∙자기계발과 셀  리더십

14.8. 기 정보기술능력

∙포토샵 실습

∙MS액세스를 활용한 DB설계

∙XML을 활용한 웹사이트 

14.9. 수리능력
∙엑셀을 활용한 기 통계

∙목 별 도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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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별 강좌 제안에서는 종  직 별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필요할 경우, 

수강 상을 특정 종이나 직 으로 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별로 특화된 일부 교

과목에 해서는 해당 종을 호 안에 표시

하 다. 한 강좌는 복수의 능력단 요소를 교

육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한 강좌를 안내할 

때, 호주도서 회나 국 CILIP에서 실행하

는 바와 같이, 그 강좌가 NCS 기반 역량지표의 

어떤 역량과 단 요소들을 훈련하는지를 명시

하여, 사서들의 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도구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교육훈련 로그램 계발에 핵심역

량을 강조하는 국내외 추세에 맞추어, 역량기

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먼  사서직과 

련해 이미 개발된 NCS 문헌정보 리를 토

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사서직 련 역량지표

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NCS의 취약 을 보완

한 역량지표 NCS-CPD를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한 역량지표를 사용하여 재 국내 표

인 사서직 계속교육기 인 국립 앙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발이 요청되는 계속교육 교과목을 역량기

에 따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역량 지표와 그 체계도는 향후 장 용을 통

해 더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역량별 

직능수 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는 사서교육기

에서 효과 인 계속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

서 개개인은 NCS-CPD를 활용하여 자신의 역

량수 을 검하는 자가진단도구  추가 계발

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여 보강하는 경력개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계속교

육 교과과정의 품질을 유지 리하기 해서는 

체계 인 콘텐츠 리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콘텐츠의 지속 인 평가  수요조

사, 각종 환경  동향분석, 그리고 콘텐츠 품질

리 원회 운  등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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