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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미래상을 알아보고 미래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맞이한 타 분야의 선행 연구들과 도서관 분야의 쟁점들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당 수준의 인지 정도를 보이는 반면, 도서관 현장의 신기술
도입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업무에 있어 사서들은 데스크톱 PC와 모바일폰, RFID와 QR코드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들은 지능정보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소속 도서관에서는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미래 변화에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과 단순반복 업무에 기술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and futurity of libraries based on the survey of librarians awareness in the era
th
of the 4 Industrial Revolution and sought to find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or future changes. For this purpose,
th
this study reviewed research issues against the 4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in our library
area and other fields. The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f librarians of several types including national libraries
th
and public libra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brarians were interested in the 4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y
thought that new technologies are poorly adopted in their libraries. Second, librarians were most frequently using Desktop
PCs, mobile phones, RFID tags, and QR codes for library services. Third, librarians were required intelligent-information
services because of their effectiveness, but their libraries did not provide them for users. Fourth, librarians expected
th
that the 4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positive influences to libraries’ future. On the other hands, they also concerned
th
about their job losses. Fifth, librarians agreed with necessity of new technologies of the 4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y especially wanted educations and training related with technologies. Also, technical supports for online services
and simply repeated works are required.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도서관, 사서, 지능정보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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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의
재정립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산
업분야의 현황 파악, 도서관 분야의 기술 적용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을 기점

현황 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

으로 기존 농업 위주 경제체제가 기계를 이용

다.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역할 재정립 및 서

한 제조업 위주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적용된

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현상에

개념이다. 주로 기술의 혁신과 그에 따른 생산

대한 인식과 미래상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적으

성의 극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 요구된다. 오늘날 지능정보화 기술을 기반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전기 에너지 개발

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실시간 자동

의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의 탄생과 맥

음성 번역 등의 서비스들이 다양한 분야에 개

을 같이 하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오늘날 지

발․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능정보화 서비

능정보기술의 범용화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스가 촉발하는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있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지능

어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AI)과 데이터활용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도래하게 될 도서관

술(ICBM: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의 올바른 미래상을 미리 정립함으로써 곧 받

Mobile)이 융합하여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

아들어야 할 도서관 환경의 급변화에 미리 적

(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응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즉, 기존 인간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인식

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고차원적 정보처리가 기

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주요국들

계로 대체되면서 또 한 번 사회가 격변하게 될

의 도서관 관련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

것이라는 국제 사회적 미래 전망에 따라 우리

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사서들

나라도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대응 전략들이

의 인식과 도서관 미래상을 알아보기 위한 설

쏟아지고 있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러한 추세는 특히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

계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 기본 방향,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도

기술 적용 우선순위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관계의 큰 관심을 요한다. 정보화 혁명이라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도서관 중장기

고 일컬어지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발전 계획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변혁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능정보

현장의 목소리를 제공하며, 연구의 결과 데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역시 도

터는 사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

서관 환경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

발이나 신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문이다.

위하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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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학기술계가 4차 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는 2016년 그 개념

업혁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

이 소개되기 전부터 컴퓨터, 시멘틱, 빅 데이터,

인할 수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2017)은 국내

인공지능 등과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

4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정미(2013), 노영희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

(2014b), 정민경, 권선영(2014), 표순희(2015),

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

표순희 외(2015), 김완종(2016), 노동조, 손태

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익(2016), 김태영 외(2017) 등이 4차 산업혁명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이 대응책이 마련

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 연구들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도서관에서 적용되었거나 앞으로 적용 가능한

이상을 종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

기술 및 기기들의 현황을 살펴보거나(노영희

래와 함께 도서관에서의 신기술과 최첨단 기기

2014b; 김태영 외 2017) 빅 데이터나 사물인터

적용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

넷과 같은 특정 기술의 적용(이정미 2013; 정

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나 사서 인식에

민경, 권선영 2014; 표순희 2015; 표순희 외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2015; 김완종 2016; 노동조, 손태익 2016)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사서들이 생

대하여 논하였다.

각하는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

본 연구과 관련이 깊은 4차 산업혁명의 인식

하여 조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에 관한 연구는 노영희(2014a), 한국과학기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하고

단체총연합회(2017), 현대경제연구원(2017)의

자 한다.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영희(2014a)는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세대에 따라 다름에 주목하고 이를

2.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변화

파악하기 위하여 최첨단 기술의 도서관 적용가
능성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Y세대
이용자와 베이비붐세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

2.1 4차 산업혁명

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사용

제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

현황, 서비스 요구분석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7)는 4차

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과학기술계의 인식을 조

되었으며 그 이후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였다.

사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관심,

WEF(2016)에 따르면 제 4차 산업혁명은 “디

정책 방향, 전망과 과제를 묻는 14개의 문항으

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

로 약 2,350명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결

으며, 디지털(digital), 물리적(physical),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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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biological)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
면서, 융합되는(fusion) 기술적인 혁명”이라고

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정의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제 3차 산업혁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명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생물학, ICT, 물

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리학 등 여러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기술 혁신

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관점이나 접

이제 시작되었으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

근방식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의 4차 산업혁

서관에서의 대응이 시작되었다. 미국, 중국, 싱

명 정의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ICT 융합,

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국 도서관에서의 대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통

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적이다.

먼저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ICBM

은 국민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속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전략 중 하

(Big 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나로 기술(Technology)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Advanced Robotics),

에서 최신의 기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3D 프린팅(3D Printing) 등 정보통신기술 기

함을 강조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15). 특

반 기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WEF(2016)가

히 클라우드 기반에서 디지털 자원을 보존 및 관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동인으로 전망한 과학기

리하기 위해 DuraSpace에서 개발한 DuraCloud

술로서 그 이전에도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Library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CEDA

of Congress).

2015)에서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선
정되기도 하였다.

중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NLC)에서는 ‘선진 기술로 강화되는 도서관’이

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서 강조되는 초연

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개발하

결성과 초지능성은 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 위한 탐구를 수행하고, 현대 정보기술의 적

특징으로 앞서 설명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술

용을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의 발전과 확산에 기인한다.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TV 서비스, 가상현실 서비스, 지능형

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은 사물과 사물, 인

스택 내비게이션 서비스, RFID 셀프 순환시스

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

템 등을 제공하며 미래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

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이나

다(국립중앙도서관 2017a).

빅 데이터 등의 기술은 기술 및 산업구조의 초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Board

지능화를 가능케 한다(김진하 2016). 우리 사

of Singapore, NLB)에서는 도서관에 최신의

회는 ‘스마트 홈서비스’나 ‘알파고(Alphago)’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NLB labs 플랫폼을

를 통하여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이미 경험하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도서관 이용자 및

고 있다.

관련 협력단체 등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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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정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보서비스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
반으로 도서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
어지고 있다(NLB labs).

3.1 조사방법 및 범위

영국 국립도서관은 ｢Living Knowledge: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의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에서 정보기

미래상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인식 정도를 알아

술 혁신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보기 위하여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

도서관의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까지 총 17일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

화된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Born-digital

시하였다. 제 54회 전국도서관대회(2017.10.25

Content)의 급격한 양적 성장아래 빅 데이터

~2017.10.27) 중 4차 산업혁명 및 정보 기술

의 생산, 분석, 관리 분야에 대한 혁신을 인지하

기반 세션에 참석한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사서의 역할 강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2017년 11월 1일부터 10일

조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혁신을 불

까지 사서교육문화원의 교육을 수강한 사서를

러올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장서와 전문 지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 자원을 연구

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총 467부의

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 접근 서비스 개발,

설문지를 배포하여 222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전 세계 새로운 이용자에게 영국 국립도서관의

은 47.5%이며,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장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출, 전시 투어, 디지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65건의 데이터를 추가

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국립중앙도

수집하여 총 287건을 획득하였다. 이 중 불성실

서관 2017a).

응답 데이터 39건을 제외한 248건을 대상으로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국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립도서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실천해나가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b).

3.2 설문지 구성

그러나 국내 도서관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주로 4차 산

미진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이제

업혁명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와 도서관 미래상

시작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

에 도서관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며, 설문 문항의 확정을 위하여 2차에 걸쳐 파일

국내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미래

럿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초안은 본 연구와

대응 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를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하였으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구성원으로서

총 5개의 영역으로 일반사항 외에 첫째, 4차 산

이용자 및 사서의 요구사항을 분석, 반영할 필

업혁명에 대한 인식,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요가 있다.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현황, 셋째,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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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넷째, 4차 산업혁명시

일반사항을 포함한 5개 영역의 총 22개 문항

대의 도서관 미래상을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으로 구성된 최종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 2차의 파일럿 분석을 통해 설문지의 검증

<표 1>과 같다.

및 보완을 수행하였다. 1차 파일럿 분석은 사서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Ver

직 경력자 6인과 문헌정보 전공자 8인을 대상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일반

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의 적절성 및 문장 적

사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비율(%)을,

절성을 판단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스마트 디

인식조사를 위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

바이스들이나 전문 용어들에 대한 이해의 어려

정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개방

움이 지적되어 해당 부분의 용어를 순화하거나

형 질문의 경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분류기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2차 파일럿 분석

을 설정하고 분류항목별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은 사서직 경력자 13인과 문헌정보 전공자 9인

SPSS에서 제공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해 통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평균 시간을 조정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 문항이 최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용
어나 일부 응답자에게 생소한 내용을 포함하고

4. 설문 결과

있음을 고려하여 설문지 도입부에 4차 산업혁
명과 지능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였고, 필요한 경우 썸네일 및 예시를 추가하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 사서의 다양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일반사항을 제외한 4가

첫째, 총 248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43명(17.34%),

지 영역 말미에 자유 의견을 적도록 설문지를

여성은 205명(82.66%)으로 표집 대상 중

구성하였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연령 분포는

<표 1>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
영역

조사 항목

포함내용

문항수

Ⅰ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급

6

Ⅱ

4차 산업혁명 인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관심, 관심 분야, 전개 수준

4

Ⅲ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업무에 사용하는 IT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및 사용
디바이스 활용 현황
빈도, 개선 사항

2

Ⅳ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지능 정보화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제공 여부, 실질적 도움 여부
인식

3

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의 미래, 도서관에 필요한 4차 산업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명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4차
미래상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정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의
제공 대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필요정도, 기타 의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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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53명(21.37%), 30대 96명(38.71%), 40대

계약직 34명(14.72%), 4-5급 14명(6.06%), 기

61명(24.6%), 50대 38명(15.32%)으로, 3-40

타 10명(4.33%)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대의 비율의 높으며,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

났다(<표 2> 참조).

다. 셋째, 학력 분포는 대졸 200명(80.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석사)졸 40
명(16.13%), 대학원(박사)졸 5명(2.02%), 고졸

4.2 4차 산업혁명 인식

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경력

우선 사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은 5년 미만 99명(39.92%), 5-10년 미만 55명

알아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4차

(22.18%), 25년 이상 29명(11.69%), 20-25년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

미만 24명(9.68%), 15-20년 미만 14명(5.65%)

체적인 관심 분야, 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 전개

순으로, 과반 이상이 10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수준을 조사하였다.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기관은 공공
도서관 101명(40.73%), 국가도서관(국립중앙

4.2.1 4차 산업혁명 인지도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75명(30.24%), 대학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알

도서관 42명(16.94%), 기타 17명(6.85%), 전문

고 있음이 52.42%, 모름이 16.13%로 나타났다.

도서관 7명(2.82%), 학교도서관 4명(1.61%),

더불어 평균이 3.44로 나타나 사서들에게 4차

정부부처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업혁명이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며 평균 이

해당 경우에 표기하게 한 직급의 경우, 6-7급

상의 인지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93명(40.26%), 8-9급 80명(34.63%), (무기)

참조).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고졸
대졸
대학원(석사)졸
대학원(박사)졸
합계

빈도
43
205
248
53
96
61
38
0
248
3
200
40
5
248

비율(%)
17.34
82.66
100.00
21.37
38.71
24.60
15.32
0.00
100.00
1.21
80.65
16.13
2.0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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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99
55
27
14
24
29
248
101
4
42
7
75
2
17
248
14
93
80
34
10
231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합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국가도서관
정부부처
기타
합계
4급․5급
6급․7급
8급․9급
(무기)계약직
기타
합계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급(해당시)

비율(%)
39.92
22.18
10.89
5.65
9.68
11.69
100.00
40.73
1.61
16.94
2.82
30.24
0.81
6.85
100.00
6.06
40.26
34.63
14.72
4.33
100.00

<표 3> 4차 산업혁명 인지 정도
(N = 248)
항목
전혀 모름
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N
2
38
78
109
21

응답자의 87.91%에 해당하는 상위 3개 근무

%
0.81
15.32
31.45
43.95
8.47

M

Std

3.44

0.88

4.2.2 4차 산업혁명 관심도

기관(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별

사서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

결과, 관심 있음이 63.7%, 관심 없음이 9.28%로

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나타났으며, 평균이 3.73이었다. 보통 수준으로

0.010으로 근무기관별 유의미한 인지 차이가

응답한 비율(27.02%)을 해당 개념에 대한 무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서관 평균이 3.61

심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때, 사서들은 4차 산업

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도서관 3.55, 공공 도서

혁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

관 3.23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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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무기관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차이
(N = 218)
도서관유형

전혀 모름 잘 알지 못함

공공도서관 N(%)
대학도서관 N(%)

2(1.98%)
0(0%)

국가도서관 N(%)

0(0%)

보통

22(21.78%) 33(32.67%)
5(11.9%) 14(33.33%)
7(9.33%)

24(32%)

약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M

Std

p

39(38.61%)
18(42.86%)

5(4.95%)
5(11.9%)

3.23
3.55

0.92
0.86

0.010

35(46.67%)

9(12%)

3.61

0.82

<표 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N = 248)
항목

N

%

전혀 없음

2

0.81

별로 관심 없음

21

8.47

보통

67

27.02

약간 관심 있음

110

44.35

매우 관심 있음

48

19.35

M

Std

3.73

0.90

4.2.3 4차 산업혁명 관심 분야

했으며, 선도적 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0%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나타났다. 평균 또한 2.12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한 번 더 응답하도록 하였

결과는 사서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

다. 관심 분야는 도서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

와 관심도에 비해 스스로 느끼는 현장 업무 수

려하여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

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표 7>

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의 6가

참조).

지를 제시하였다. 사서의 4차 산업혁명 관심 분

이 경우에도, 상위 3개 근무기관(공공도서

야는 사물 인터넷(IoT)(29.9%), 인공 지능(AI)

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별 차이가 있는지

(25.4%), 빅데이터(22.4%), 모바일(12.4%), 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국가도서

봇(5.4%), 클라우드 컴퓨팅(4.5%) 순으로, 비율

관 평균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도서관

상 사서들은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2.14, 공공 도서관 1.91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빅데이터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006으로 근무기관별로 도서관 분야의 전개

(<표 6> 참조).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4.2.4 도서관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전개 수준
사서들에게 도서관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전
개 수준을 물어본 결과, 수월하게 추격 가능이
7.66%, 상당히 미흡이 33.47%로 나타났다. 어
렵게 추격 가능이 29.44%로 높은 비율을 차지

4.3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기술 및 기기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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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4차 산업혁명 관심 분야
(N = 201)
항목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N
51
60
9
45
25
11

%
25.4
29.9
4.5
22.4
12.4
5.5

<표 7> 도서관 분야의 전개 수준
(N = 248)
항목
상당히 미흡
어렵게 추격 가능
보통
수월하게 추격 가능
선도적 위치

N
83
73
73
19
0

%
33.47
29.44
29.44
7.66
0.00

M

Std

2.11

0.96

<표 8> 도서관 분야의 전개 수준 차이
(N = 218)
도서관유형

전혀 모름

잘 알지 못함

보통

공공도서관 N(%) 45(44.55%) 23(22.77%) 30(29.7%)
대학도서관 N(%) 14(33.33%) 13(30.95%) 10(23.81%)
국가도서관 N(%) 16(21.33%) 23(30.67%)

27(36%)

약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M

Std

p

3(2.97%)
5(11.9%)

0(0%)
0(0%)

1.91
2.14

0.93
1.03

0.006

9(12%)

0(0%)

2.39

0.96

혁명의 특성상 사서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명 기술 및 기기적 측면의 개선점에 대하여 자

관련 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 현황을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조사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적

사서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선정하여, 비

IT 장비는 데스크톱 PC(평균 4.71)와 모바일

교적 도서관 업무에 일반화되어 있는 수준의

폰(평균 4.15)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디바이

기기들과 새로이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스는 RFID(평균 3.54)와 QR코드(평균 2.68)로

기기들을 IT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로 구분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도서관의 기반 기

여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편재 가능 여부를

술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기준으로 데스크톱PC, 노트북, 넷북, 모바일폰

디바이스 중 도서에 부착하여 서지정보 및 도서

을 IT장비로, 3D프린터, 비콘, RFID, QR코드,

유통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RFID가

웨어러블 북 등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분류하였

도서관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QR코드 또한 업

다(김태영 외 2017). 또한 업무상 4차 산업혁

무에 활용도가 높음을 뜻한다. 반면, 3D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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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웨어러블 북(Warable Book, 국립중앙도서

예산 지원 등 관련 기기의 적용(61%)의 필요

관 2017b), 구글 글래스(Google glass)와 같은

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현 시스템의 지속

최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경험치는 매우 낮

적인 보완이나 개선의 요구(20%)도 높은 수준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으로 나타났다. 기타(7%) 의견으로 신기술에

추가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전반적인 기술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는 응답이 있어,

및 기기적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자유롭게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시설 환경의

한 사서의 인식 이 개선될 필요성도 존재한다

개선,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 기기 구입을 위한

고 볼 수 있다(<표 10> 참조).

<표 9> IT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N = 248)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N(%)

N(%)

N(%)

N(%)

N(%)

데스크톱 PC
노트북
IT장비
넷북
모바일폰
전자책전용단말기
3D프린터
비콘
스마트
RFID
디바이스
QR코드
웨어러블북
구글글래스

1(0.4%)
54(21.77%)
114(45.97%)
17(6.85%)
180(72.58%)
230(92.74%)
213(85.89%)
53(21.37%)
62(25%)
228(91.94%)
229(92.34%)

3(1.21%)
40(16.13%)
41(16.53%)
9(3.63%)
25(10.08%)
9(3.63%)
17(6.85%)
11(4.44%)
45(18.15%)
12(4.84%)
11(4.44%)

18(7.26%)
71(28.63%)
51(20.56%)
37(14.92%)
30(12.1%)
9(3.63%)
16(6.45%)
39(15.73%)
76(30.65%)
7(2.82%)
6(2.42%)

22(8.87%)
47(18.95%)
21(8.47%)
43(17.34%)
8(3.23%)
0(0%)
1(0.4%)
38(15.32%)
41(16.53%)
1(0.4%)
2(0.81%)

204(82.26%)
36(14.52%)
21(8.47%)
142(57.26%)
5(2.02%)
0(0%)
1(0.4%)
107(43.15%)
24(9.68%)
0(0%)
(0%)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M

Std

4.71
2.88
2.17
4.15
1.52
1.11
1.23
3.54
2.68
1.12
1.12

0.69
1.34
1.32
1.21
0.96
0.41
0.61
1.58
1.28
0.43
0.45

<표 10> 업무상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기기적 측면의 개선점
구분(비율)

포함 내용

답변 예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미약하여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시설환경, 기기노후화, 예산부족 등 기술개발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기기를 구비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기존 시스템 업데이트/업그레이드, “행정적 처리 업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업무 상 스마트디바이스
시스템 개선(20%)
행정 처리 개선 등
사용 제약이 큼).”, “빠른 업데이트 및 성능 업그레이드.”
인간적 측면 고려, 이용자를 위한 서비 “보다 인간적인 측면 고려.”, “거의 모든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이용자 맞춤(3%)
스등
폰 기반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인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교육(4차
안내(7%)
이용자 교육, 직원 교육 등
산업혁명에 대비한~)”
홍보(2%)
도서관 행사 홍보, 이용자 독려 등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행사 홍보, 참여 독려”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조금 더 편하고, 대중적이게 정보를
기타(7%)
이용하기 위해서”, “별로 느끼지 못함”
기기적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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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의 미래 변화, 4차 산업

4.4 도서관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혁명 기술의 필요 정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인
공지능(AI),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지능 기술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의 영역, 서비스 영역별
필요한 기술 등을 조사하였다.

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인
지능 정보화 서비스로써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

4.5.1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 미래
변화

한 사서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비스 도입
필요성,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효율성(서비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긍정

스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을 조사하

85.08%)과 역할의 확대(긍정 65.72%)에 도움

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모든 문항에서 평균 이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

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도

균 각각 4.16, 3.79).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정보

입 필요성(90.32%)과 서비스 효율성(60.51%)

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

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본인이 소속된

(평균 3.43)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4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내의 기회와 일자리를 늘

다(42.33%)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평균 이하(2.65)

나타났다(<표 11> 참조).

로 나타나,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사서 개
개인의 기회 및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불

4.5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 미래상

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1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에 대하여 사서

참조).

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4차 산

<표 11> 도서관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N = 248)
항목
귀하의 도서관에 지능 정보화 서
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귀하의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귀하의 도서관이 지능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
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N=19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N(%)

<---

보통이다

--->

N(%)

N(%)

N(%)

1(0.4%)

3(1.21%)

20(8.06%)

12(4.84%)

33(13.31%)

3(1.54%)

21(10.77%)

매우 자주
사용한다
N(%)

M

Std

90(36.29%) 134(54.03%)

4.42

0.73

98(39.52%)

79(31.85%)

26(10.48%)

3.30

0.99

53(27.18%)

83(42.56%)

35(17.95%)

3.6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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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 변화
(N = 248)
전혀
그렇지 않다
N(%)

항목

4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발전에 도
(0%)
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도서관의 역할을
5(2.02%)
확대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부익부 빈
10(4.03%)
익빈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내 기회와
26(10.48%)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

보통이다

--->

N(%)

N(%)

N(%)

6(2.42%)

31(12.5%)

25(10.08%)

55(22.18%)

94(37.9%)

42(16.94%)

68(27.42%)

84(33.87%)

97(39.11%)

매우
그렇다
N(%)

M

Std

4.16

0.73

69(27.82%)

3.79

1.02

88(35.48%)

40(16.13%)

3.43

1.07

32(12.9%)

9(3.63%)

2.65

0.96

128(51.61%) 83(33.47%)

4.5.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필요 정도

의 서비스 영역을 인적자원, 시설 환경(공간), 시

사서들은 6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성을

설 환경(디바이스),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 도

모두 평균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모

서관 온라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기술

바일(4.41)과 빅데이터(4.42)의 필요성을 높게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는 모든

인지하고 있었으며, 로봇 기술(3.3)에 대하여

서비스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 환경 분야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빅데이터 기

공통적으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

술이 이미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어, 친

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중 오프라인(3.93)보다

숙함을 느끼는 경향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온라인 서비스(4.37)에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느

수도 있을 것이다(<표 13> 참조).

끼고 있었다. 주로 사서와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면 서비스와 관련한 인적자원 및 도서

4.5.3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관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 도입의 필요
성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서관내 기회와

서비스 영역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상위 응답

<표 1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필요 정도
(N = 248)
항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2(0.81%)
1(0.4%)
2(0.81%)
2(0.81%)
1(0.4%)
12(4.84%)

<---

보통이다

--->

N(%)
10(4.03%)
6(2.42%)
5(2.02%)
3(1.21%)
3(1.21%)
33(13.31%)

N(%)
68(27.42%)
46(18.55%)
54(21.77%)
22(8.87%)
20(8.06%)
98(39.52%)

N(%)
112(45.16%)
115(46.37%)
106(42.74%)
85(34.27%)
90(36.29%)
79(31.85%)

매우
필요하다
N(%)
56(22.58%)
80(32.26%)
81(32.66%)
136(54.84%)
134(54.03%)
26(10.48%)

M

Std

3.85
4.08
4.04
4.41
4.42
3.30

0.84
0.80
0.84
0.77
0.73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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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하여 사서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14> 참조).

위하여 서비스 영역별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별

추가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요구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서비스

기술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유

영역별 제시된 요구사항의 필요성이 평균 이상

롭게 추가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관 서비스(온라인

은 주로 단순 반복적 업무와 이용자의 행태 분

서비스) 영역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석 등 여러 서비스 분야에 신기술(58%)이 적

타났다. 각 요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상황개

첫째, 인적자원 영역에서 사서들의 훈련, 교육

선(25%)과 관련한 응답은 주로 전문 인력 투

프로그램 제공 요구가 가장 높았다. 둘째, 시설

입에 대한 의견들이었으며, 교육(17%)과 관련

환경(공간) 영역에서는 도서관내 공간별 활용

하여 사서 교육 및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지

도 분석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시설 환경(디바

적하고 있었다(<표 15> 참조).

이스) 영역에서는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요구가 가장 높았다. 셋째, 도서관 서비스(오프

4.5.4 서비스 영역별 요구사항

라인)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쉽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

게 (스스로)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표 14>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N = 248)
항목
인적자원
시설 환경(공간)
시설 환경(디바이스)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N(%)

N(%)

N(%)

N(%)

N(%)

0(0%)
0(0%)
1(0.4%)
2(0.81%)
(0%)

7(2.82%)
7(2.82%)
1(0.4%)
13(5.24%)
2(0.81%)

69(27.82%)
39(15.73%)
34(13.71%)
52(20.97%)
27(10.89%)

109(43.95%)
108(43.55%)
98(39.52%)
115(46.37%)
96(38.71%)

63(25.4%)
94(37.9%)
114(45.97%)
66(26.61%)
123(49.6%)

M

Std

3.92
4.17
4.30
3.93
4.37

0.80
0.79
0.75
0.87
0.71

<표 15> 신기술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구분(비율)
신기술(58%)

상황개선(25%)
교육(17%)

포함 내용

답변 예

“기존 이용자의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예측홍보”, “도서관의 업무 중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이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엔 본인 기기를 사용하
러 오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중요함”
“모든 것은 인력부터”, “사람 대 사람의 정보서비스에서 인적지원(전문성)이
전문 인력 투입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화를 풀어 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시설과 공간을 갖춘 다음 그에 대한 온/오프라인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용자 교육, 사서 교육
생각합니다.”
로봇, 사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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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서비스 영역별 요구사항
(N = 248)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N(%)

N(%)

M

Std

54(21.77%) 104(41.94%) 75(30.24%)

3.95

0.91

N(%)
N(%)
인적자원(전문성, 업무효율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
전문 사서 배치

3(1.21%)

12(4.84%)

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서 대상 훈
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1(0.4%)

1(0.4%)

11(4.44%)

91(36.69%) 144(58.06%)

4.52

0.64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예) 수서/정리 업무 적용, 스마트
카트 활용

1(0.4%)

1(0.4%)

19(7.66%)

111(44.76%) 116(46.77%)

4.37

0.68

시설 환경(공간)
도서관 내 이용자 위치 파악
예) 이용자의 자녀 위치 확인

12(4.84%)

22(8.87%)

94(37.9%)

77(31.05%)

43(17.34%)

3.47

1.03

도서관 내 공간별 활용도를 분석

3(1.21%)

3(1.21%)

41(16.53%) 109(43.95%)

92(37.1%)

4.15

0.82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예) 열람실 빈자리 현황

3(1.21%)

8(3.23%)

42(16.94%) 109(43.95%) 86(34.68%)

4.08

0.87

56(22.58%) 107(43.15%) 78(31.45%)

4.02

0.85

17(6.85%)

96(38.71%) 134(54.03%)

4.46

0.66

시설 환경(디바이스)
도서관 서비스 안내 기기(키오스
크) 배치

3(1.21%)

4(1.61%)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예) 스마트 서가

1(0.4%)

0(0%)

스마트 콘텐츠 구비
적용대상) 장서, DVD 등 멀티미디
어 자료 등

1(0.4%)

4(1.61%)

35(14.11%) 113(45.56%) 95(38.31%)

4.20

0.77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6(2.42%)

16(6.45%)

78(31.45%)

53(21.37%)

3.70

0.96

95(38.31%)

도서관 서비스(오프라인 서비스)
도서관 자료를 쉽게 (스스로) 대출
/반납
예) 무인대출

0(0%)

4(1.61%)

36(14.52%)

90(36.29%) 118(47.58%)

4.30

0.77

독서 흥미 유발과 관련한 기기 배치
예) 독서통장관리시스템

4(1.61%)

14(5.65%)

60(24.19%) 105(42.34%) 65(26.21%)

3.86

0.93

신기술을 응용한 문화/체험 프로
그램 제공
예) 3D프린팅

4(1.61%)

22(8.87%)

63(25.4%)

67(27.02%)

3.79

0.99

신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
자 교육 제공

1(0.4%)

6(2.42%)

36(14.52%) 105(42.34%) 100(40.32%)

4.20

0.80

92(37.1%)

도서관 서비스(온라인 서비스)
도서관 자료를 쉽게 검색
(용이성, UI측면)

0(0%)

1(0.4%)

17(6.85%)

82(33.06%) 148(59.68%)

4.52

0.64

내가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정확히
제공(정확성, 정보요구 부합)

0(0%)

3(1.21%)

13(5.24%)

69(27.82%) 163(65.73%)

4.58

0.65

내가 필요한 신규정보를 알아서 제
공(시의적절성)

0(0%)

2(0.81%)

15(6.05%)

100(40.32%) 131(52.82%)

4.45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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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서관 서비스(온라인) 영역에서는 도서관

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자료를 정확히 제공(정보 요구 부합)과 관련한

었다. 그 외에 청소년(24.2%), 장애인(24.2%),

기술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표 16> 참조).

노인(10.9%), 어린이(10.5%) 순으로 응답하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도서관에서 구현하거

였는데, 청소년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나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유로 그들이 신기술과 다양한 기기에 더 익

추가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주

숙할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

로 신기술(70%)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

인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다양

디어를 제시하였다. 3D 프린팅, VR 콘텐츠와

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장애를 극복한 서비스

같은 최신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용한 서비스나,

제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기존에 어려움을 느꼈던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있다(<표 18> 참조).

내용들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콘텐츠(18%),
상황개선(6%), 홍보(6%)에 대한 여러 가지

4.5.6 필요 인프라

의견들이 제시되었다(<표 17> 참조).

상기 제시된 도서관 서비스들을 실현하기 인
프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

4.5.5 서비스 적용 대상

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로 활용될 수 있는

나타나,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특정 이용자 집단에 대한 사서의 의견을 알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프

보기 위하여, 서비스 적용 대상에 대하여 조사

라가 구축되어야 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

하였으며, 이 경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그

다. 특히,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결과, 사서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비

자 교육훈련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응답 사서의

스보다 전체 일반 이용자(81.95)를 대상으로 새

93.96%의 지지를 받았다(<표 19> 참조).

<표 17> 구현이 필요한 서비스
구분(비율)
신기술(70%)

콘텐츠(18%)
상황개선(6%)
홍보(6%)

포함 내용

답변 예

“3D 프린팅.”, “Pod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오시는
3D프린팅, 예측자료 안내서비스, 분과 절판 도서 등을(시중에 구할 수 없는)구하러 오신 이용자의 분리,
오래된 장서 위치추적 등
VR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도서관준비도 기대됨”, “이용자의 자료대출
을 분류하여 취향, 관심도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AI서비스”
“서지데이터가 더 고도화 되면 전거데이터를 활용한 검색 UI 개선이
서지데이터 고도화, 도서 코디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 코디네이터 서비스”, “최신화된 정보제공
터 서비스, 최신 정보 등
중요”
전문 교사 배치
“독서토론 글쓰기 교사 배치.”
“시설측면에서 사물인터넷들의 기술을 적용한 환경아래 학생들의 의식
이나 관심은 4차원을 향해 가는데 우리 도서관은 90년대 환경이라
기관 홍보
학생들(주 이용자)이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도서관이
(그것도 열람실만) 꽉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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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서비스 적용 대상(복수응답)
(N = 361)
일반-전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어린이

빈도

비율(%)

203
60
45
27
26

81.9
24.2
18.1
10.9
10.5

<표 19>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필요 인프라
(N = 248)
항목
4차 산업혁명 지식 및 기술을 보
유한 전문 인력 보강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 확충
이용자 지원 도구 확충
4차 산업혁명 전개 관련 정보 제
공 콘텐츠 보강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N(%)

N(%)

N(%)

N(%)

N(%)

2(0.81%)

6(2.42%)

36(14.52%)

108(43.55%)

1(0.4%)

4(1.61%)

1(0.4%)

M

Std

96(38.71%)

4.17

0.82

25(10.08%)

108(43.55%) 110(44.35%)

4.30

0.75

1(0.4%)

13(5.24%)

101(40.73%) 132(53.23%)

4.46

0.65

1(0.4%)

2(0.81%)

32(12.9%)

105(42.34%) 108(43.55%)

4.28

0.75

1(0.4%)

2(0.81%)

31(12.5%)

104(41.94%) 110(44.35%)

4.29

0.75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요구하는 인프라에 대하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사서들의

여 자유롭게 추가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종합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로 신기술,

사서들은 상기 응답과 마찬가지로 교육(56%)

상황개선, 교육, 콘텐츠, 공간 등에 대한 문제점,

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요구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제시

하였다. 이는 도서관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신

되었다. 신기술의 적용(19%)과 현 상황의 개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교육이 수반될

선(19%)에 대한 의견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인프라 마련과,

것으로 보아 신기술 적용 방안 못지않게 사서

예산 대비 성과 예측의 필요성, 인식의 개선 등

들이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해

과 같은 상황개선(33%)의 필요성도 높은 비율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육의

로 요구되고 있었다(<표 20> 참조).

필요성(16%)과 콘텐츠 개발(16%)에 대한 의
견들을 살펴볼 때, 사서들은 전문기술 교육에

4.5.7 기타 종합의견

대한 요구와 함께, 정보 전달이라는 도서관의

설문의 마지막 부분에 4차 산업혁명시대 도

기본적 사명에 대한 고민도 존재함을 알 수 있

서관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의견에

다. 덧붙여 공간(10%)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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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필요 인프라 자유의견
구분(비율)
교육(56%)

포함 내용

답변 예

“전문인력 교육 환경 조성 필요”, “실무자 교육 훈련에서 지능 정보화 기능에
전문 인력, 이해 필요, 교육환
기술적인 서비스와 CS교육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도입, 교육 모두 중요하
경 조성 등
므로 교육필요.”

“서비스 제공에만 치우쳐 보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서비스 제공
보안 인프라 마련, 인식 개선, 을 위한 보안인프라 마련과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대비 성과를 미리 예측하는
상황개선(33%)
관련 인력의 상주 등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실제 이용자가 소수이
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든다면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
콘텐츠(11%)

독서 치유 서비스 등

“이용자 유형별 단계별 도서 추천(코디네이터) 서비스 또는 독서 치유
서비스 등”

<표 21> 기타 종합의견
구분(비율)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19%)

3D프린터, 휴먼로봇, 이용자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화, 인공지능, 스 방안이 개발되어 적용되면 좋겠음.(오배열 도서의 검색 어려움 -> 배가위치
마트 디바이스 등
안내서비스 등)”

상황개선(19%)

업무 과부하 해결, 현실 반성,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갖춰졌어야 할 내용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감대 형성 등
도서관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16%)

“사서들 전문교육 필용. 이미 늦어지고 있으니 빨리 대비책 마련해야함”, “실무자
노년층 대상 교육, 신기술 활용
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지 간단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능력 교육, 사서 교육, 평가 등
니다.”

콘텐츠(16%)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내용 전달, 정보 활용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발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가치 있는 정보를
지원, 장기적 프로젝트 등
선별하여 그 정보의 내용 전달이라는 꽃을 피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간(10%)

“디지털 도서관 Information Commons, 정보광장의 기능을 개선, 확대시키기
게임 연구실, 디지털 체험존, 위해(3D프린터, 게임연구실, 휴먼로봇) 등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문화 복합 공간, 정보화 공간, 체험존을 설치 할 것은 제안합니다.”, “전국 도서관의 정보화 공간 마련, 예산
공간 부족 등
확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지식 및 도서관 공간 부족으로 실질적으
로 실무에 활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타(20%)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인 공공성, 공익성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이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발맞춰 따라가야 하고 더 실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식별하여 개발에 박차 가해야 할 것.”

들이 종종 존재하였다. 협소한 도서관 공간의

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문제와 신기술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체험 공
간 필요성이 공존하였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용화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여러 고려사항 중에 공

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컴퓨터,

간 확보의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인터넷 기반의 기존 정보화 사회에서 사물인터

(<표 21> 참조).

넷(IoT),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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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다. 지능

첫째, 4차 산업혁명 인식과 관련하여 사서들

정보기술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

은 매우 높은 관심과 상당 수준의 인지 정도 보

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

이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 현장의 신기술 도입

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

정도에 대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사회 전반에 크게

있었다. 이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

영향을 끼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따라

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며,

서 이에 따른 사회 구조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

근무기관별 인지 정도 및 전개 수준 평가 차이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 쏟아지고

에 있어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개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

을 위한 노력이 더불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2017.08)1)

종별 맞춤 직무 교육 등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

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요하다.

도서관도 국가적․사회적 정책방향에 따라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

도서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스 활용현황에 있어 사서들이 가장 빈번히 사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화 혁명이 도서관 환경

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데스크톱PC와 모바일

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지능정보화 혁

폰, RFID와 QR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명 또한 도서관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요구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반기

올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술 활용 도구 중 타 영역에서 이미 활용도가 검

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증된 비콘 등에 대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동

인식과 미래상을 조사하여 선도적 대응체계 마

시에, 3D 프린터, 웨어러블 북, 구글 글래스와

련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서비스 적용의 우선순

같은 체험형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용자

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체험기회를 제공할 공간을 도서관에서 적극적

4차 산업혁명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았고, 주요국 도서관의 대응현황에 대하여 조

사서들은 현재 도서관의 노후화된 기기 관리

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종의 도서

방안과 새로운 기기 구입에 따르는 예산 및 정

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셋째, 사서들은 도서관에 지능정보화 서비스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현

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황, 도서관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4차 산업

될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속

혁명시대의 도서관 미래상을 알아보았으며, 본

도서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이에 대한 대응

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

1)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https://www.4th-i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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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히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 플랫폼 구축,

황금숙, 노영희 2008; 장혜란 외 2008; 안인자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외 2012).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사서의

과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화 서비스 모델의 개발

주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업무

이 우선 요구되며(국립중앙도서관 2017a), 실

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

효적인 지능정보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

요성도 있다. 이는 사서들이 주로 배가나 대

해서는 현장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제

출․반납 등 주로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신기술

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데에서 유추할 수

넷째,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불러올
도서관의 미래 변화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있다. 즉, 신기술 적용은 사서의 업무 과정을 해
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하고 있지만, 기회 및 일자리에 대한 불안

여섯째,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

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가

안감의 기저에는 업무의 기술 대체에 대한 우려

확충되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사서의 업무는 그 종

특히, 실무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

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도서관이라는 공간

다. 기술 기반 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

에서 발굴될 새로운 업무 또한 무궁무진하다.

서가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교

따라서 현실적으로 업무별 기술 대체 가능성에

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최우선적으로 요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도서관 업무의 재개편이

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서 역

우선 요구되며, 근본적으로는 사서의 일자리 불

량 강화를 위한 예비사서의 커리큘럼 고도화에

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6대 기술(인공

문헌정보학 필수 교과목 지정(노영희, 안인자,

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회상기 2011; 2012; 정재영 2011; 노영희, 신영

모바일, 로봇)에 대하여 사서들은 그 필요성을

지 2016) 및 커리큘럼 적용 의무화, 커리큘럼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와 모바일에 대

이수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 인증 방안(남태우

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1996; 오지은, 정연경 2013; 노영희 2016) 등의

러한 기술이 주로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

논의에 이러한 시대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

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에서 제시한

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대 기술들은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라인 서비스, 시설 환경(공간 및 디바이스), 인

대한 현장 사서들의 종합 의견을 살펴보았을

적자원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용자 만족도의

때, 사서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향상을 위해서는 사서에게 친숙한 기술들 외에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

도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으며, 이에 대하여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지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사서 재교육을 통한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임동빈 2001; 안인자,

한 관심과 전문 기술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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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이면에 도서관의 기본 사명에 충실해야

명에 대하여 평균 이상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도서관이 4차 산업혁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국가도서관 사서들의

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지 정도가 평균 3.61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도

는 이러한 기대와 불안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

관심도는 평균 3.44, 관심 분야는 사물 인터넷

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

(IoT)(29.9%), 인공 지능(AI)(25.4%), 빅데이

할 필요가 있다.

터(22.4%), 모바일(12.4%), 로봇(5.5%), 클라
우드 컴퓨팅(4.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의 4차 선업혁명 전개 수준에 대하여 사서

6. 결 론

들의 평균이 2.11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선도적
위치라도 응답한 비율은 0%였다. 전개 수준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서관

있어서도 국가도서관 사서의 평균이 2.39로 가

이 성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우선

장 높았으며, 대학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

고려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 순이었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현장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

평균은 1.91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인식 및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설문을 진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행하였다. 총 2차례의 파일럿 분석을 통해 구성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사서들이 가장 빈번하게

된 설문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4차 산

사용하는 IT장비는 데스크톱 PC(평균 4.71)와

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현황, 도

모바일폰(평균 4.15)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디바

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4차 산업혁명

이스는 RFID(평균 3.54)와 QR코드(평균 2.68)

시대의 도서관 미래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중 전자책

있다. 설문 문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용

전용 단말기, 3D 프린터, 비콘, 웨어러블북, 구

어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수반한 개념 설명 및

글글래스 등의 평균은 1점대에 그쳐, 사서들의

예시를 추가하였으며, 사서들의 자유 의견을

최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경험치는 매우 낮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들은 시설 환경

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공공도서관, 국가도

의 개선,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가 우선임을 지

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

적하고 있으며,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소속 사서들이며 총 467부를 배포하여 222부를

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수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65건을 추가 수집

셋째, 도서관 지능 정보화 서비스에 대하여

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248건 설문의 분석 결과

사서들은 모든 문항에서 평균 이상으로 그 필요

는 다음과 같다.

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도입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필요성(90.32%)과 서비스 효율성(60.51%)을

인지 정도는 평균 3.44로 사서들은 4차 산업혁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소속 기관에서 지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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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 관련하여 영역별로 사서들의 훈련, 교육 프로

42.33%에 그쳤다.

그램 제공 요구(평균 4.52), 도서관 내 공간별 활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 미래상에

용도 분석 요구(평균 4.15), 서가상 배가 위차 정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 미래 변

보 제공 요구(평균 4.46), 자가 대출 서비스를 위

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필요 정도, 4차 산업혁

한 기술 적용 요구(평균 4.30), 도서관 자료를 정

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영역별

확히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요구(평균 4.58)

필요한 기술 등을 조사하였다. 사서들은 4차 산

가 각각 높았다. 서비스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미래에 대하여 도서관 발

사서들은 대체로 특정 이용자 집단보다는 전체

전(평균 4.16), 도서관 역할의 확대(평균 3.79)

일반 이용자(81.9%)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도서관 내

적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었고, 그 외에 청소년(24.2%), 장애인(18.1%),

는 평균 이하(평균 2.65)로 나타나, 4차 산업혁

노인(10.9%), 어린이(10.5%) 순으로 나타났다.

명이 도서관에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임에

필요 인프라와 관련하여 93.96%의 사서들이

도 불구하고 사서 개개인의 기회 및 일자리가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

훈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 6대 기술에 대하여 모두 그 필요성을 인지하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사

고 있었는데(평균 4.05) 반해 로봇의 경우 평균

서들의 인식과 현 상황, 미래상에 대하여 조사

이 3.30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그 필요성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선도적 대응체계 마

인지하고 있었다.

련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신기술 적용 우선순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현

의 서비스 영역을 인적자원, 시설 환경(공간),

장 사서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에 대한

시설 환경(디바이스),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

기대 및 불안감,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알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기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 데이터들은 향후 새

술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서는 모든 서

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이나

비스 영역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신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특히 공간(평균 4.17), 디바이스(4.30)의 시설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

환경 분야에 그 필요성 수준이 공통적으로 높았

장 사서들의 인지현황 및 미래상을 알아보고자

다. 가장 높은 필요성은 도서관 온리인 서비스

다양한 관종의 사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야(평균 4.17)였다. 사서들은 주로 단순 반복

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분석 데이터가 각 관종

적 업무와 이용자 행태 분석을 위하여 신기술이

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공공도서관과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58%), 상황

국가도서관 사서를 통하여 수집된 경향이 있어

개선(25%), 교육의 필요성(17%) 등을 지적하

한계를 가진다. 향후 더 다양한 도서관 관종을

고 있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별 요구사항

대상으로 세부 조사를 수행다면 관종별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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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무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더 구체적인

경력 또한 5년 내지 10년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서비스 유형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중견급 이상의 사서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지

대한다. 더불어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

못한 아쉬움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초기

에서의 조사 또한 요구된다.

연구로, 다소 피상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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