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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인재는 국가, 사회, 조직, 개인의 효율  목표달성과 성과창출을 하여 필요한 가치와 능력 는 이를 

가진 사람으로, 국가  기업의 성공 는 성과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사서는 

문성을 갖춘 도서 계와 지식문화기반 국가사회를 이룩할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을 도출하기 해 도서 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제시된 인재상, 역량, 사서의 역할, 사서직무개

발, PEST 분석 등을 수행하 다. 1차 으로 11개의 인재상을 도출하고, FGI 과정을 거쳐 4개의 인재상 

유형을 도출하 으며, 이용자  사서, 학생 등을 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인성형 인재, 문형 인재, 소통형 인재 등 4개의 사서 인재상을 제안하 다. 

ABSTRACT

Talent is a person who has the values and skills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goals and 

performance of the nation, society,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or those who play a key role 

in generating the success or performance of the nation and compan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alented person who will achieve a well-equipped library world and a knowledge-based 

national society.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talent image of the librarian, the talent 

image, competency, role of the librarian, librarian job development, PEST analysis, etc. suggest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the library world were performed. First, 11 human resources 

were derived, and 4 types of human resources were derived through the FGI process, and a 

verification process was conducted for users, librarians, and students. Finally, in this study, 

four librarian talents were proposed: creative convergence type talent, personality type talent, 

professional type talent, and communication type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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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서의 인재상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

는 연구는 많다. 부분 논문의 뒷부분인 향후 

연구제언에 나타나거나(노 희, 신 지, 2016; 

박옥남, 2018), 사서의 핵심역량이나 역할을 제

시하는 논문(박태연 외, 2018), 는 사서의 핵

심직무를 제안하는 연구(박태연 외, 2018) 등

에서이다. 인재상이란 특정 조직의 바람직한 

조직구성원에 한 이미지를 말한다(박원우, 

권석균, 1996)고 했고, 부분의 조직이나 단체

에는 암묵 으로 인재상이 존재하지만 공식

으로 인재상을 설정하고 공표한다는 것은 해당 

조직이 인재의 요성을 인식하여 인재의 리

나 개발에 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김귀 , 박수연, 2011). 이 말이 

우리 문헌정보학계나 도서 계에 시사하는 바

는 사서의 인재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서 계  문헌정보학계, 는 련 연

구자  기  어느 구도, 어느 단체도 공론화 

시키고, 논의하고 캐치 이즈로 홍보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도서 이나 학에서 채용이나 입

학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10만에 가까운 단체로서 이제는 우리 사서단체

의 공동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공유할 때가 되었

다고 본다. 

사실 인재상과 핵심역량, 직무와 교육과정은 

한 련이 있다. 인재상이 정해지고 인재

상을 실 하기 한 핵심역량이 정해지며, 핵

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과정이 개발되

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인재는 도서  장의 

핵심 직무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사회환경의 변화가 인재상  역량설정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도서 의 장은 

속도로 발 하고 있고 4차산업 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의 

지식을 요하는 직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인 요구의 변화로 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으

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메이커 장비가 구

비된 공간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도서 문화

로그램을 운 을 해야 하는 역할변화를 고려

하여 핵심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한 인재를 양성하기 한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재상과 핵심역량이 재설정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인재상과 핵심역량, 핵심

직무와 교육과정은 사슬로 연결되어 순환구조

로 연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개념은 고정 인 것이 아

니라 외부 환경이나 시 의 발 과정과 한 

련성을 가진 유기체로서, 어느 한 시 의 정

의가 구 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도서

의 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학문 역   

직무세계가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시 를 표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핵심직무, 교육과정을 개발과정, 수정보완과정, 

그리고 면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그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

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음은 이후 선행

연구에서 집 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 

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사서의 

인재상이다. 인재상에 한 논의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사서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핵심역량

이나 교육과정, 핵심직무에 해서 논의되어 왔

다. 인재상이라는 지침이 없는데도 우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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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방

향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넓게는 같

은 역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사서의 인재상을 논하는 것이 매우 거

한 것이며, 정의하기가 두려운 것이며, 10만 사

서를 표하는 인재상을 논하는 것이 무나 거

창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인재상에 해서 새삼 논하는 것은 

최근 문체부를 심으로 한 표 교육과정의 도

입논의를 포함하여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미래상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며, 이와 련하여 시 를 반 한 핵심역량

이나 핵심직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 에 있는 인재상

이 없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를 논하고 

역량을 논하겠는가. 몇 천 명의 학생이 있는 

학도 인재상을 정하고, 그 학에 소속된 학과

들에게도 인재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한다면, 10만이 넘는 사서집단의 인재

상 논의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에 해서만 언

하고자 한다. 사서의 인재상을 제안하기 

해서는 인재상의 개념에 해서 먼  살펴보고 

도서   실무 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

량과 직무는 무엇이며, 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최종 으로 사서

의 인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서의 인재상

은 장 사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한 

후 제안될 것이며, 이 인재상은 이후 도서  

회나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최종 검토를 받

은 후 선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문헌의 범 가 매우 

포 이어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인재

상과 련된 연구로 그 조사범 를 제한하고자 

한다. 련 연구는 선행연구부분에서 일부 다

루어지고 있으며, 인재상의 개념이나 역량의 

개념 등 각종 련 연구는 4장의 인재상 도출과

정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먼 , 학의 학과단 로 인재상을 제시한 연

구로, 노 희와 신 지(2016)는 인재상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K 학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  공역량을 제시하

으며, 장종원(2020)은 동양문화학과의 인재

상을 미래 핵심역량을 탐색함으로써 제시하

다. 이처럼 특정 학 학과의 인재상을 제시하

는 연구가 최근에 다수 나오게 된 배경은 교육

부의 학의 기본역량진단에서 핵심 으로 요

구하고 있는 평가항목이기 때문이다. 그 외 한의

사 인재상(김병수, 2015), 과학기술 인재상(홍

성민 외, 2013), 지식재산 인재상(최재식, 고유

흠, 2012), 의류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  인재

상(문희강, 이윤정, 이민선, 2010), 융복합 디자

인학과의 선발 인재상(김정희, 오동근, 김 , 

2014), 경찰의 인재상(이창훈, 안계원, 2016) 등 

분야별로도 인재상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편, 한기순과 안동근(2018a)은 제4차 산업

명시  과학 재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제

시함으로써 미래사회 과학 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 가지 인재상은 감성  가치 단가, 과학․공

학  창조자, 연결  매개자, 생애  과학

자이다. 이처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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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해 시 의 

흐름이나 특정기업에 맞추어 상당히 많이 진행

된 것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바람직한 기업의 

인재상(김 배, 2004; 윤종규, 2004), 삼성의 인

재상(김형 , 2003), 선진기업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박규원, 2003), 디지털시 의 기업의 새

로운 인재상(안승 , 1999), 주요 산업체가 바라

는 인재상(신윤호, 2005),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과 그 실 방안(이승철, 2004) 등이다. 

이재호, 진석언, 신 경(2016)은 ICT 분야의 

재교육이 길러내야 할 21세기형 인재상을 ‘ICT 

기반 창의인재'로 규정하고, 인재상 역은 지

식기술 역량, 통합창의 역량, 인성 역량 등의 3

개 역으로 정의하 다. 

한편, 도서 에서 사서나 도서 의 미래상에 

해서 언 한 연구로서, 먼  강주연 등(2018)

은 4차 산업 명 시  선진화된 도서 의 미래

상을 정립하고 응 략을 모색하기 하여 이

용자 인식조사를 수행하 다. 2016년에는 이호

신 연구자가 공공도서  장들의 사서직 인재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문헌자료를 기

반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

을 갖춘 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의 이호신 연

구자가 지 하 듯이 사서의 인재상과 련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담론 식으로 공공도서  

장을 상으로 한 사서직 인재상을 제시한 것이 

국내 연구로는 최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서의 인재상에 한 연

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근하여 사서의 인재상

을 다룬 최 의 연구가 되며, 이후 연구기 , 정

부기 , 우수한 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발

하여 사서의 문성과 미래상을 표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 

3. 연구설계  방법론

3.1 연구 차  내용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차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 먼 , 인재

상과 련하여 국내외 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들을 분석  검토하 다. 둘째, 정부의 인재상, 

기업의 인재상을 포함하여 사회의 각 역에서 

제시된 인재상 등에 해서 반 으로 검토하

다 셋째, 문헌정보학  유사 역에서 제시된 

인재상에 해서 분석하고 사서의 인재상이 도

출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역량에 해서 

조사하 다. 넷째, 사서 인재상을 1차 으로 도

출한 후 6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과

정을 거쳐서 사서 인재상을 2차 으로 수정․

보완하 으며, 최종 으로 국 사서와 도서  

이용자,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을 상으로 인재

상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기반으

로 최종 으로 사서 인재상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서 인재상은 이후 수

많은 논의를 거치고 보완되어 이후 도서 계에

서 리 사용하는 인재상으로 정착되길 희망하

며, 기술과 사회의 발 에 따라 지속 으로 발

해 나가길 희망한다. 본 연구의 출발은 정년

을 앞두고 사서 인재상의 부재를 한탄하고 고

민하시면서 남긴 도메리에 올라온 을 읽으면

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밝히고 30년 이상 고민

한 문헌정보학계 교수의 뜻을 이행하고자 노력

한 결과이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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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연구 내용 연구방법

￬
1단계

이론연구

- 국내외 인재상  역량에 한 문헌 연구

-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의 련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
2단계

사 조사

- 각 분야의 인재상에 한 종합정리

- 각 분야의 미래 역량에 한 종합 정리
조사  사례연구

￬
3단계

황조사

- 인재상  역량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사서의 인재상 안 

도출

- 문가 토론 과정을 거쳐 안 완료

문헌분석

문가 토론

￬
4단계

인재상도출

- 인재상 안으로 FGI 과정 진행

- 수정보완된 사서 인재상 안으로 설문조사

- 최종 으로 사서 인재상 도출

FGI 기법

설문지법

￬
5단계

사서인재상 

제안

- 사서 인재상 최종안 제안

- 향후 사서 인재상의 논의 방향 제안

논의를 통한 

인재상 제안과

후속 연구 제안

<그림 1> 연구 차  내용

의 연구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문가 면담 

내용  FGI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이용자

를 포함한 련자를 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문가 면담이나 FGI에 참

석한 사람은 장사서 문가와 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소의 연구자,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의 비 을 제시한 연구실 이 있는 교수 등으

로 다양하게 구성하 다. 설문 상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 으며, 국가도서 통계시

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서들을 상으로 이메

일을 보내고 메일 수신자(주로 사서)는 물론 

소속 이용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것을 요청

하 으며,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 등 다양한 

집단에게 메일을 송하여 응답을 받았다. 총 

521명이 설문에 응답하 으며 집단간 분포도

도 한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3.2 연구질문

사서의 인재상에 해서 논하기 에 4차 산

업 명의 도래로 도서 의 미래상을 정립하자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식의 비

교정도이고 뚜렷하게 그 미래상을 정립해서 제

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4차 산업 명이 불

러올 도서 의 미래, 도서 에 필요한 4차 산업

명 기술, 4차 산업 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 4차 산업 명 기술 용의 필요정

도, 새로운 기술을 목한 서비스들의 제공 

상, 도서 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

스의 종류 등에 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강주연 외, 2018). 이

는 사서의 인재상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

으며,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으로부



5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2호 2021

구분 내용 참여자  분석방법

FGI 내용

- 도출된 인재상의 성

- 추가 인 제안을 기반으로 한 인재상 논의

- 도출과정의 성

- 도출된 인재상에 한 논의

- 추가 인 인재상 제안

- 장 문가 2인

- 문헌정보학과 교수 2인

- 인재상 련 연구자 1인

- 연구소 연구원 1인

설문내용 

- 신분(도서 이용자, 사서, 교수) - 단순히 교차분석을 한 최소한의 정보

- 인재상의 필요성 - 5-Likert

-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6개의 지문 제공) - 5-Likert

- 인재상의 성

  (4개의 인재상 제공)

  (4개의 인재상별 2-3개의 정의 제공)

- 5-Likert

- 인재상에 맞는 사서의 핵심역량  능력논의 필요성 - 5-Likert

- 기타 인재상과 련된 의견 - 자유 기술

<표 1> 면담내용  설문내용

터 출발한다. 

∙RQ 1. 사서의 인재상이 국내외 으로 논

의된 이 있는가?

∙RQ 2.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제시된 

바가 있는가?

∙RQ 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사서의 인재

상은 무엇인가?

앞의 연구방법에서 언 했듯이 국내외 연구

논문은 물론 도서 법, 최신 정보환경변화 분석, 

PEST 분석기법 등의 종합 인 분석을 통해서 

의 연구질문에 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사서의 인재상 도출과정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 제안을 해 

각 분야에서 제시된 인재상, 각 분야에서 제시

된 역량, 도서 계  각종 련 단체에서 요구

하는 직무, 사서채용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

재상, 도서 계 핵심역량 연구 등을 총체 으

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구체 인 분석내용  

방법은 <표 2>와 같다. 

4.1 인재상과 역량

4.1.1 인재상

인재상이란 무엇인가? 인재상은 기술의 발

이나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 하여 변화하게 

되어 있다. 이경호(2019)는 인재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미래사회 모습을 측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자질, 성품 등

을 갖춘, 즉 특별한 상황과 시 가 요구하는 역

량을 갖춘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하 다. 그러

나 인재상은 시 의 발 과 장소에 따라 변화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 기업, 학문분야별

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채용 사이트 요구 



 사서의 인재상 정립에 한 기 연구  57

분석 상 분석내용

=>

사서의 인재상( 안)

인재상

-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인재상

- 기업, 정부, 교육,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 문헌정보학계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 종합분석 결과표 

- 사서의 인재상

역량

-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 기업, 정부, 교육,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

- 문헌정보학계에서 요구되는 역량

요구직무 - 도서 계에서 요구되는 직무 

사서채용사이트 - 문헌정보학과 발 략을 한 환경분석에 합한 PEST 분석

PEST 분석 - 도서 계의 강 과 약  등의 종합 분석

도서 계 핵심 역량

- NCS 문헌정보학 직무수행능력

- 공공도서  사서의 직업기 능력

- ALA 사서의 핵심 능력

<표 2> 인재상 제안을 한 분석내용  방법

<그림 2> 사서의 인재상 도출 체계도

인재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재상(Talent Model)이란 특정 조직의 바

람직한 조직구성원에 한 이미지를 말하고(박

원우, 권석균, 1996), 역량(Competency)이란 

어떤 개인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 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

 특성을 말한다(Boyatzis, 1982). 손동연과 강

태 (2015)은 인재상이라는 것은 시 에 따라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에 따른 기업의 인재

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80년 에는 여

러 업무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넓은 지식을 

가진 Generalist를 선호했으나, 80년  반에는 

문지식을 갖춘 Specialist를 선호했으며, IT 기

술이 발 하고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진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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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는 문성과 넓은 시야를 동시에 가진 T

자형 인재를 선호했다. 2000년 에는 문분야

는 물론이요 과거, 재, 미래에 한 폭넓은 지

식을 갖춘 V자형 인재를 선호했으나, 주변 지

식으로의 확 가 아닌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문학  소양을 가지고 이공학 분야의 창조

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통섭)형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재상은 시  흐름의 향을 받기도 

하지만 분야  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학계,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

재상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역 내에서도 세부분야에 따라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이재범과 

이 호(2008)는 기업 에서 인터넷 기업의 인

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색포탈과 인터넷게

임 련 기업들의 인재상들을 총체 으로 분석

한 후 인터넷 기업들은 창의 이고, 열정 이

며, 도 인 실무형 인재를 원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 

기업에서 말하는 인재상으로 우리나라 표 기

업인 삼성그룹은 ‘몰입, 창조, 소통의 가치 창조인

(Value Creators with Commitment, Creativity 

and Collaboration)’을 인재상으로 내세우면서, 

각각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열

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는 인재(Challenge 

the future with commitment and passion)로, 

일에 한 열정과 조직에 한 일체감  자부

심을 갖고 미래에 도 하는 인재이다. 둘째, 학

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Make the 

world better through creativity and learning)

로, 자기주도 으로 학습하고 창의  감성과 상

상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창조하는 인재이다. 셋째,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Conne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e with open 

mind)로, 세 , 계층, 지역간 벽을 넘어 공간  

소통과 개방  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인재이다. 4차 산업 명을 최 선에서 이끌

고 있는 로벌 기업인 구 은 남들이 재미없

어 하는 것을 즐기는 것,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  겸손, 일하는 주인의식, 일

을 추진할 때의 느 하고 개방 인 자세, 과감

하게 실행하는 용기를 가진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서의 인재상

은 지식정보유통 측면에서 국가  사회의 발

을 지원하는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소

속 도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복지에 기여하고, 결

과 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서 계는 물론, 교

육계, 연구기 , 국가나 정부, 기업이 요구하고 

인재상에 해 각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출 하는 키

워드는 창의, 융합, 미래 신, 소통, 력, 실무

형 등인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4.1.2 역량과 사서의 인재상

핵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총 하는 

역량이고, 교육 는 훈련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으며, 미래사회에서 생존과 발 을 한 역

량이라고 하 다(박태연 외, 2018). 세계 최고

의 컨설  회사인 멕 지(Mckinsey)(2018)는 

‘SKILL SHIFT_Automation and the future 

of the workforce’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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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인재상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인재상 종합
사서
인재상인재상 내용

연구자 
련기

미래인재상

4차산업
인재상

-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내고 문제를 해결하
는 인재

- 실제 만들어 보고 내손으로 익히는 핸즈온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김용석(2020)
-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내고 문
제를 해결하는 미래창의 신 
인재

- 실제 만들어 보고 내손으로 익
히는 핸즈온 능력을 갖춘 실무
형 인재

- 인문학  소양을 가지고 이공
학 분야의 창조 인 문제 해결
이 가능한 융합(통섭)형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
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
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는 인재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 창조  지성 역량, 바
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

량, 융합  의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공감  인재

- 인문학  상상력, 과
학기술 창조력을 갖
추고 바른 인성을 겸
비하여 새로운 지식
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
에 도 하며,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
시키며, 열린 마음으
로 소통하고 업하
는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
고 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는 인재

- 주변 지식으로의 확 가 아닌 학문의 경계
를 뛰어넘는, 바야흐로 인문학  소양을 가
지고 이공학 분야의 창조 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통섭)형 인재

손동연, 강태
(2015)

- ‘미래 창의 신 인재(Future Creative 
Professional)’

안종배(2017)

- 지능정보 재상, ICT 기반의 창의인재상 이재호(2017)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이재호, 장 형

(2018)

-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미래
형 인재를 로벌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

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
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국가교육과학
기술자문회의

기업인재상

- 세계가 변화하고 나라가 변화함에 따라 기
업도 변화하고 그 심인 인재들도 변화하
게 되며,  리더쉽이 강하고, 미래사회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기업에서 원하
는 인재상

이임정, 진정오, 
윤 호(2006)

-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인재상
- 창의 이고, 열정 이며, 도

인 실무형 인재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는 인재: 일에 한 열정과 
조직에 한 일체감  자부심
을 갖고 미래에 도 하는 인재

-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
키는 인재: 자기주도 으로 
학습하고 창의  감성과 상상
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창조하
는 인재

-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업
하는 인재: 세 , 계층, 지역간 
벽을 넘어 공간  소통과 개방
 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인재

- 국내 기업의 인재상으로 가장 많이 언 된 
키워드는 창의, 문, 도 , 로벌 역량 순
으로 제시

유태용 외
(2008)

- 창의 이고, 열정 이며, 도 인 실무형 
인재

이재범, 이 호
(2008)

- 남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을 즐기는 것, 자신
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  겸손, 
일하는 주인의식, 일을 추진할 때의 느 하
고 개방 인 자세,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
를 가진 인재

구

- ‘몰입, 창조, 소통의 가치 창조인(Value 
Creators with Commitment, Creativity 
and Collaboration)’을 인재상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는 인재
(Challenge the future with commitment 
and passion)로, 일에 한 열정과 조직에 
한 일체감  자부심을 갖고 미래에 도

하는 인재
-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Make 
the world better through creativity and 
learning)로, 자기주도 으로 학습하고 창
의  감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창
조하는 인재

-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Conne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e 
with open mind)로, 세 , 계층, 지역간 
벽을 넘어 공간  소통과 개방  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삼성그룹

<표 3> 사서의 인재상 도출을 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재상



6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2호 2021

을 비해 노동자들이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기술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는 자동화와 인공

지능의 시 를 맞아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물리  그리고 매뉴얼화된 기술(Physical and 

manual skills), 기  인지 기술(Basic cognitive 

skills), 고차원 인지 기술(Higher cognitive skills), 

사회  그리고 감성  기술(Social and Emotional 

skills), 정보기술(Technology skills)과 같이 5가

지로 나 어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미래 략연구센터(2017)에

서는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량, 융합  의식 역량, 로

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상덕 등(2013)은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

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공감  인재상’을 제안하 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

분석 상
인재상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인재상 종합
사서
인재상인재상 내용

연구자 
련기

교육인재상

교육분야인재상

- 구나 다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소임의 역할을 당당히 수
행하는 것이며, 경쟁에 기 한 ‘기능  효용
성’ 보다는 신뢰에 기 한 ‘규범  공공성’
을 강조하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더 시하
는 인재교육

김규원(2015)

-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
2009 개정 
교육과정

- 감성  가치 단가, 과학․공학  창조자, 
연결  매개자, 생애  과학자

한기순, 안동근
(2018b)

- 융합형 인재
손동연, 강태

(2015)

연구기 의 
인재상

-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량, 융합  의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상

미래 략연구
센터(2017)

-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
량, 융합  의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
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
공감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
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공감  인
재상’

최상덕 외 
(2013)

정부  국가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
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상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
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
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
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
형 인재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 인재상

- 문헌정보학과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큐 이
션 인재, 지능 인재, 서비스 인재, 기술 인재, 
문 인재

노 희, 신 지
(2016)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

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
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기술 소
양과 문가 리더십을 갖춘 창
의, 융합  인재

- 4차 산업 명 시 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기술 소양과 문가 
리더십을 갖춘 창의, 융합  사서

박옥남(2018)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
량을 갖춘 인재

이호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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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요구하는 역량 심의 개정을 통해 배움

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 인 개 을 추진하는 것을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

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미래사회 인재로 제시하고 

있다.

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서 계는 물론, 교

육계, 연구기 , 국가나 정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분

야별 역량 종합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역량기반 

사서인재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분석 상
역량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역량 종합

역량기반 
사서인재상련자

미래역량
4차산업 역량

- 디자인능력, 스토리 능력, 조화 능력, 공감 
능력, 놀이 능력,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

-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술 이고 감성
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능력

- 의사소통과정에서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상 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 즉 스토리 
능력

- 단순 사안들에 한 분석이나 집 보다는 
상 간의 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원천인 조화 능력
- 인간 계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상 를 존 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

- 웃음, 게임, 유머 등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이를 하는 놀이(유희) 능력

- 물질의 축 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동력
인 목 의식, 월  가치와 같은 정신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

다니엘 핑크
(2008)

- 디자인능력, 스토리 능력, 조
화 능력, 공감 능력, 놀이 능력,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

-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술
이고 감성 인 가치를 만들

어내는 디자인 능력
- 의사소통과정에서 단순한 주
장만이 아니라 훌륭한 이야기
를 만들어 상 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
력, 즉 스토리 능력

- 단순 사안들에 한 분석이나 
집 보다는 상 간의 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성의 원천인 조화 
능력

- 인간 계에서 다양성과 차이
를 이해하고 상 를 존 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

- 웃음, 게임, 유머 등을 통해 함
께 즐거워하고 이를 하는 
놀이(유희) 능력

- 물질의 축 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동력인 목 의식, 
월  가치와 같은 정신  의미
를 추구하는 능력

- 창의융합역량, 메이킹 역량, 
문성 역량, 인성 역량

- 문헌정보학이해능력, 문
헌정보수집능력, 문헌
정보조직능력, 이용자 
정보서비스능력, 문헌
정보시스템 운 능력, 
도서 정보센터경
리능력, 문헌정보실무
연구수행능력, 문헌정
보 이용분석능력, 문헌
정보보존능력, 문헌정
보큐 이션능력, 문헌
정보 서비스 마 능
력, 문화 로그램 운
능력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
로에 필요한 기 능력
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
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
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폭넓은 기  지식을 바
탕으로 다양한 문 분
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 

- 인간에 한 공감  이
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
하는 심미  감성 역량 

- 창의로운 인지 역량, 인성 갖춘 정서역량, 
력하는 사회 역량, 생애주기 학습 역량

안종배(2017)

- 인성 역량, 문성 역량, 메이킹 역량, 융합 
역량

이재호(2017)

- 창의융합역량, 메이킹 역량, 문성 역량, 
인성 역량

이재호, 장 형 
(2018)

- 지식기술역량(다양한 분야의 지식추구, 설
계능력, 구 능력), 통합창의역량(융합  
사고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인성역
량(자기주도성, 동기, 리더십)

이재호, 진석언, 
신 경(2016)

기업역량

- 1) 복잡한 문제 해결, 2) 비  사고, 3) 
창의성, 4) 인 자원 리 역량, 5) 인 계 
역량, 6) 감성 지능, 7) 의사결력, 8) 방향설
정 역량, 9) 상력, 10) 융통성

World
Economic 

Forum(2015)

- 일반 인지 역량(General cognitive 
ability)으로 빠르게 학습하고 
응하는 능력

- 리더십 역량(Leadership)으
로 자신의 리더십을 나서서 발
휘할 때와 조용히 지낼 때를 
아는 능력

- 구 다움(Googleyness) 역량
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을 받아들이고 력하는 능력

- 일반 인지 역량(General cognitive ability)으
로 빠르게 학습하고 응하는 능력

- 리더십 역량(Leadership)으로 자신의 리
더십을 나서서 발휘할 때와 조용히 지낼 
때를 아는 능력

Tom 
Popomaronis 

(2019)

<표 4> 인재상 제안을 해 분석된 각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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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역량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역량 종합

역량기반 
사서인재상련자

- 구 다움(Googleyness) 역량으로 모호하
고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력하는 
능력

- 문성(Rolerelated knowledge) 역량으
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한 경험과 문지
식을 갖추는 능력

- 문성(Rolerelated knowledge) 
역량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한 경험과 문지식을 갖추

는 능력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
로 표 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의사소통 역량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의 구성원에게 요구되
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
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

체 역량
- 로벌 문해력, 환경 문해
력, 정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시스템 사고, 디
자인 사고 등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할 것들로 
지식 차원의 역량

- 창의력(Creativity),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 
cation), 업(Collabo- 
ration) 등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
법과 련된 것들로 스
킬 차원의 역량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
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
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
계에 참여하는 방법과 
련된 것들로 인성차

원의 역량
- 성찰과 반성을 통해 목표
를 수정하고 끊임없이 
학습, 성장, 그리고 응
력을 키워나가는 메타인
지, 성장 마인드셋 등과 
련된 것들로 메타학

습 역량

교육역량
교육분야역량

- 학생 핵심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종합  

사고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능력, 로벌 

역량, 자기 리 역량, 그리고 인 계 능력

의 6개 역

이장익(2012)

- 지식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
은 로벌 문해력, 환경 문해
력, 정보 문해력, 디지털 문해
력,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등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할 것들

- 스킬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
은 창의력(Creativity),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의

사소통(Communication), 
업(Collaboration) 등으로 우
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
과 련된 것들

- 인성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
은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
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
법과 련된 것들

- 메타학습 역량은 성찰과 반성
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고 끊임
없이 학습, 성장, 그리고 응
력을 키워나가는 메타인지, 성
장 마인드셋 등과 련된 것들

-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

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력 계 형성능력, 

로벌 역량, 자기 리능력, 가치   태

도, 리더십 역 등 9개 역

이명희(2012)

- 인재상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 리 역량, 지식정보처

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009 개정 
교육과정

- 지식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은 로벌 

문해력, 환경 문해력, 정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등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할 것들

- 스킬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은 창의력

(Creativity),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업(Collaboration) 

등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련된 것들

- 인성 차원에서 길러야 할 역량은 마음챙김

(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

계에 참여하는 방법과 련된 것들

- 메타학습 역량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목표

를 수정하고 끊임없이 학습, 성장, 그리고 

응력을 키워나가는 메타인지, 성장 마인

드셋 등과 련된 것들

한국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기 의 
역량

- 일상생활에 용하는 핵심기술인 기 문해 

역량군(Foundational skills)으로 문해, 산

술능력, 과학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

화  시민문해 역량

- 복잡한 도 들에 한 처기술인 역량군

(Competencies)으로 비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력 역량

- 변화하는 환경에 처하는 기술인 인성자질 

역량군(Character Qualities)으로 호기심, 

주도성, 일 성과 도 정신, 응력, 리더

십, 과학  문화 역량

World
Economic 
Forum
(2015)

- 일상생활에 용하는 핵심기술인 
기 문해 역량군(Foundational 
skills)으로 문해, 산술능력, 과학
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시민문해 역량

- 복잡한 도 들에 한 처기
술인 역량군(Competencies)
으로 비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력 역량

- 변화하는 환경에 처하는 기술
인 인성자질 역량군(Character 
Qualities)으로 호기심, 주도성, 
일 성과 도 정신, 응력, 리
더십, 과학  문화 역량

- 창의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21세기 

핵심역량을 지식(Knowledge), 실행능력

(Skill), 인성(Character)

최상덕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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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역량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역량 종합

역량기반 
사서인재상련자

정부  국가

- ① 생각하고 공부하는 법(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② 문화  소양, 상호작용과 표
하기(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expression), ③ 자신  일상생활 리
(Taking care of oneself, managing daily 
life), ④ 다 문해력(Multiliteracy), ⑤ 정보
통신기술 역량(Digital(ICT) competence), 
⑥ 직장생활 역량, 기업가 정신(Working life 
competence, entrepreneurship), ⑦ 참여, 열
정,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능력(Participation, 
involvement,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핀란드

- 자기 리 역량은 자아정체성
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
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
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창의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 심미  감성 역량은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
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
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
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
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역량

-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
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
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
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
하는 역량

- ‘지식  기능’, ‘사고력․ 단력․표 력
(역량)’, ‘학습을 향한 힘, 인간성’

일본

- 자기 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
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역량

-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
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창의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 심미  감성 역량은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
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역량

-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역량

한국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 역량

- 사서의 8  핵심역량은 문직의 기 , 정보
자원,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조직, 기술에 
한 지식과 활용능력, 참고 사와 이용자

서비 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학습, 그리
고 리와 경

ALA(2009)

- 문헌정보학이해능력, 문헌정
보수집능력, 문헌정보조직능
력, 이용자 정보서비스능력,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도
서 정보센터경 리능력,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능력, 
문헌정보 이용분석능력, 문헌
정보보존능력, 문헌정보큐
이션능력, 문헌정보 서비스 
마 능력, 문화 로그램 운
능력

- 문헌정보 수집능력, 문헌정보 조직능력, 문
헌정보 보존능력, 문헌정보 큐 이션능력, 
문헌정보학 이해능력,문헌정보 이용분석
능력, 이용자 정보서비스능력, 문화 로그
램 운 능력, 계속교육과 평생학습능력, 문
헌정보 시스템운 능력, 도서 정보센터 
경 리능력, 문헌정보 실무수행능력, 
문직 기 능력, 연구능력

노 희, 신 지
(2016)

- 문헌정보학이해능력, 문헌정보수집능력, 문
헌정보조직능력, 이용자 정보서비스능력,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도서 정보센터
경 리능력,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능력, 
문헌정보 이용분석능력, 문헌정보보존능
력, 문헌정보큐 이션능력, 문헌정보 서비
스 마 능력, 문화 로그램 운 능력

NCS 문헌정보
학 직무수행능
력(국립 앙도
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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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서와 련된 인재상  역량 련 자료분

석결과

4.2.1 련 연구에서 제시된 인재상  역량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연구(노 희, 신 지, 2016)가 수행

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학의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학과를 상으로 인재상을 제시

하고 핵심역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어서 문헌정보학계 체에 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서의 인재

상으로 용하는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인재상  핵심역량의 도출과정  이에 합

한 교과목의 제시 방법론은 응용할 만 하다 하

겠다. 

이 연구가 수행되기 , 이명희(2012) 연구

자는 학생들이 취업 후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하여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과 하

요소를 악하기 하여 국내외 5개 기 에

서 개발된 학생 핵심역량 모형 사례와 선행

연구를 분석한 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

심역량 9개 역을 제시하 다. 9개 역은 논

리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

력, 의사소통능력, 력 계 형성능력, 로벌 

역량, 자기 리능력, 가치   태도, 리더십 

역이다. 그리고 9개 핵심역량을 습득하기 하

여 핵심역량 강화를 한 독서지도 과목을 

학 교양과목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을 상으로 

1학기 동안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 내용과 학습

효과 등에 한 질  분석을 실시하 으며, 질

분석 결과에 한 일반 인 추후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이은 (2012)은 인 자원개발에 유용한 역

량을 심으로 기록 리 문직의 인식을 분석

하고자 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기록 리

문직이 인식하는 역량의 요도와 보유수  

 이 양자의 차이를 제시하 으며, 소속기

과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제시하 다. 

한, O*NET에 나타난 역량의 요도 순 와 

비교하여 미국과 한국 기록 리 문직의 인식 

차이를 제시하 다.

미국 도서 회에서도 사서의 인재상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핵심역량

에 해서는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

다. 즉, ALA는 2009년 1월 덴버에서 개최된 

동계 회에서 문헌정보학 학 를 취득한 자가 

갖추어야 할 기  지식에 한 내용이 담긴 “사

서의핵심능력선언”을 발표하 으며 ALA도 10

분석 상
역량

분석 내용  방법
최종 역량 종합

역량기반 
사서인재상련자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
기 리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인
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공공도서  
사서의 

직업기 능력

- 문직 기 , 정보자원, 기록된 지식과 정보
의 조직, 기술에 한 지식과 활용능력, 참고
사와 이용자 서비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학습, 리와 경

ALA 사서의 
핵심능력

- 사서의 핵심 역량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 
조직 리 능력, 창의력, 법제도  정책 련 
문 지식 등

박태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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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논의를 지속하여 2005년 7월 발표한 

안을 수정․보완하여 2009년 1월 ‘사서의 핵

심역량 선언’을 발표하 다. 이 선언에 있는 사

서의 8  핵심역량은 문직의 기 , 정보자원,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조직, 기술에 한 지식과 

활용능력, 참고 사와 이용자서비스, 연구, 계속

교육과 평생학습, 그리고 리와 경 이다. 한편, 

지식사회를 한 미디어․정보 활용능력을 논

한 것으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미디어․정보 

활용능력에 한 모스크바 선언”을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미디어․정보 활용능력을 12가

지로 제안하여 구체 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  핵심역량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노 희와 신

지(2016)는 인재상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K 학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  공역량을 개발하

고, 이에 합한 교과목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련 문헌분석, 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수

요자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과에 요구되는 인

재상은 큐 이션 인재, 지능 인재, 서비스 인재, 

기술 인재, 문 인재인 것으로 악되었다. 둘

째, 인재상별 요구역량은 문헌정보 수집능력, 

조직능력, 보존능력 등 15개의 공역량이 요

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 학의 교과

목은 이러한 인재상  공역량을 실 하기 

해서 교과목의 추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후에는 국가차원에서 사서의 인재상 

 공역량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 NCS 기

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제안하 다(<표 5> 참조).

4.2.2 사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 인재상

도서 의 환경  업무의 변화로 인한 사서

의 역할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서의 역할변화를 기반으로 한 인재상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표 직업

분류에 따르면 사서는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

문헌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도서  이용자

에게 제공하며,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로 도서 자료의 

수집, 리, 제공하는 한정 인 업무를 주로 

정의되어 있다(통계분류포털, 2018). 

그러나 사서는 도서 법에 의거, ‘도서 자

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

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사회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 

구분 사서의 역할 내용 핵심역량  인재상

이명희(2012)
-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력 계 형성능력, 로벌 역량, 자기 리능력, 가치   태도, 
리더십 

-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의사
소통능력, 력 계 형성능
력, 로벌 역량, 자기 리
능력, 가치   태도, 리더
십을 갖춘 인재

ALA(2009)
- 문직의 기 , 정보자원,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조직, 기술에 한 
지식과 활용능력, 참고 사와 이용자서비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
학습, 그리고 리와 경

노 희, 신 지(2016) - 큐 이션 인재, 지능 인재, 서비스 인재, 기술 인재, 문 인재

<표 5>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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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태연 등(2018)은 미래 사서는 난이

도 높은 직무 역의 기술 체로 인해 업무 

과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회로 새

로운 역의 직무 개발에 힘써야 하고, 신기술

의 향력이 커지는 만큼 해당 기술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 다. 한 

기술의 향을 받지 않는 로그램 진행하기, 

조직인사 리, 커뮤니 이션 련 직무, 문

직으로서의 사서 역할, 법․제도․정책 련 

문지식을 극 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결론 으로, 미래의 사서는 더 이상 정

보의 수집, 리,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  기획자, 

디바이스 헬퍼, 퍼스트 무버, 상가 등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표 6> 

참조).

4.2.3 사서 채용사이트에 제시되고 있는 인재

상  역량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리크루트 역에서 인

사선발 는 채용과 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믿고 있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즉 조직

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일까. 

이와 련하여 황상민과 권태연(202)은 기업

의 인사선발 책임자들이나 리크루트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잠재 인 

후보의 특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 들을 심

으로 이들을 인재로 지각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탐색하여 조직에서 채용하고 싶어 하는 인재의 

특성,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의 인

재상을 제안하 다. 그들은 조직이 원하는 ‘인

재’에 한 사람들의 반응은 체 으로 ‘성과

도 좋으면서 직원들을 잘 아우르고, 조직에 충

성하면서도 히 균형 인 사람’이었다고 결

구분 사서의 역할 내용 핵심직무

한국표 직업분류
-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도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

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

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

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

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사회  책

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  

기획자,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하는 인재

도서 법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사회  책임과 역할

박태연(2018)

-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는 증강 실과 같은 인터 션 콘텐츠나 다양

한 스마트 콘텐츠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매체를 월하는 콘텐츠를 개발하

고 서비스 하는 ‘융합  창조자’의 역할

-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에 익숙한 이용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요구에 따른 콘텐츠 반을 다루는 ‘통찰  리자’의 역할

- 미래 도서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측  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 다수 역이 디지털화되는 미래 도서 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들

을 분석하여 서비스에 용하기 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의 역할

- 미래 도서 의 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 체험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로그

램을 제공하는 ‘창조  기획자’의 역할

- 미래 시 의 변화에 응할 것이 아니라 도서 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앞서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

<표 6> 사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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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지었다. 그가 사용한 99개의 질문문항은 이

후 사서들을 상으로 진행되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재상 도출을 해 분석

상으로 삼고 있는 사서 채용 사이트는 사서

이마을(https://cafe.naver.com/lisleader)이

다. 이 사이트는 1997년 9월부터 국내 도서 계 

 정보공유 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선택했

으며, 최근 1년간의 정규직 채용공고에 해서 

분석하 다. 그러나 채용의 특징은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매우 기본 인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재상을 악할 수 있는 문

구는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우리 도서 계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우리 조

직에서 요구하는 기본 역량  핵심 역량은 무

엇이며,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제

시하고, 여기에 합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식

의 공지를 기 했으나, 인재상이나 핵심역량은 

물론이고 채용 후 수행하게 될 직무조차도 거

의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채용사이트

를 조사는 하 으나 여기로부터 인재상과 핵심

역량의 도출근거는 찾지 못하 다. 

4.2.4 직무 개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재상 

 역량

사서의 직무는 정보기술의 발 과 사회환경

의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사서가 재직하는 기 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

에 없다. 즉, 4차 산업 명기술의 발 으로 분명

히 사서의 직무는 변화하게 되고, 여기에 요구

되는 역량이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인재상도 

어느 정도 향을 받을 것이다. 인재상은 역량

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재상

의 미래지향  발 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의 인재상이나 기업

의 인재상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기술에 따른 도서  업무변화와 련된 연

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차세  디지털도서 의 발 방향과 업무변화를 논

한 연구(노 희, 2016), 사물인터넷(IoT)의 도서

 용에 한 기 연구(정민경, 권선 , 2014), 

4차 산업 명기술의 도서  용 논의(노동조, 

손태익, 2016; 김태  외, 2017)가 있다. 직무

분석을 집 으로 분석하고 역량을 제시한 연

구들은 2000년 에 주로 진행되었으며(황

숙 외, 2008; 안인자, 황 숙, 노 희, 2008; 노

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사서 요구 역량의 변

화의 필요성에 해 논하고 있다(조 양, 김홍렬, 

류희경, 2014). 이  공공도서  사서의 핵심직

무를 도출한 연구(안인자, 황 숙, 노 희, 2008)

에서는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기

법을 이용해 9개 책무(자료조직, 정보시스템, 

자료 리, 정보자료서비스, 독서활동서비스, 문

화  평생교육 서비스, 운 리, 외 력, 직

원 자기계발)와 105개의 작업(71개의 핵심작

업, 30개의 직업 기작업)을 도출하 다. 최근

에는 사서직 계속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여 국

가직무능력표 (NCS)  사서직 역량요소를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며(이종창, 권나 , 

2017),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서직 역량기

을 조사하 고, NCS의 문헌정보 리, ALA 핵

심역량, 한국도서 회 핵심역량을 비교․분

석하여 NCS기반의 사서직 계속교육 핵심역량

(11개 능력단 , 149개 능력단 요소)을 도출

하 다. 한 이를 국가도서  개설 교과목과 

비교․분석하여 핵심역량별 교육강좌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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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래 사서 직무와 련하여, 한국

도서 회(2015)가 미국도서 회(2009)의 

‘사서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of 

Librarianship)’과 캐나다 연구도서 회(2010)

의 ‘21세기 연구도서 회 사서직의 핵심역량

(Core competencies for 21st Century CARL 

Librarianship)’, 국립 앙도서 (2010)의 ‘사서

교육훈련시스템  시설공간 개선에 한 연구’ 

등을 참고하여 8개 역( 문직 기반, 정보자원 

개발, 지식정보의 조직, 정보기술 련, 이용자 

서비스, 교육연구, 평생학습, 경 리), 65개 항

목의 ‘지식  기술’을 도출한 바 있다(한국도서

회, 2015). 

이와 련하여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박태연 등(2018)은 4차 산업 명 시 에 사서들

이 요구받게 될 새로운 역량들에 하여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공공도서

 사서들의 과업을 조망하여 각 직무별 신기술

의 용 가능성에 하여 실무 인 에서 분

석한 후, 미래 사서들의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

써 4차 산업 명 시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제

시하고자 하 다(<표 7> 참조).

구분 분석 직무 내용 핵심직무

DACUM기반 공공도서  직무
- 자료조직, 정보시스템, 자료 리, 정보자료서비스, 독서활
동서비스, 문화  평생교육 서비스, 운 리, 외 력, 
직원 자기계발 - 문헌정보조직

- 이용자 서비스
- 문헌정보실무 연구수행
- 문헌정보 이용 분석
- 문헌정보 보존
- 문헌정보큐 이션
- 문헌정보서비스 마
-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 문헌정보수집
-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 문헌정보시스템 운
- 도서 정보센터 운 리
- 도서  유 기  력
-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
- 독서문화 로그램 운
- 자문서 정보 리
-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

- 지식정보조직, 지식정보 리, 지식정
보이용, 연구능력, 정보거버 스와 
수, 기록 리와 아카이빙, 장서

리와 개발, 문해능력과 학습 등의 직
업 련 문지식을 갖춘 인재

-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과 리, 이
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뮤니 이션 등 업무의 기
능력을 갖춘 인재

국가직무능력표 (NCS) 2018

- 문헌정보조직, 이용자 서비스, 문헌정보실무 연구수행, 문
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큐 이션, 문헌
정보서비스 마 ,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문헌정보수
집,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문헌정보시스템 운 , 도서 정
보센터 운 리, 도서  유 기  력, 독서문화 로그
램 계획수립, 독서문화 로그램 운 , 자문서 정보 리

한국도서 회(2015)
- 문직 기반, 정보자원 개발, 지식정보의 조직, 정보기술 

련, 이용자 서비스, 교육연구, 평생학습, 경 리

미국도서 회(ALA 2009)
- 문직 기반, 정보자원, 기록지식정보의 조직, 기술 련 
지식과 기술, 참고정보  이용자서비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학습, 경 리

OCLC WebJunction(2014) - 기  도서 역량, 장서, 경 , 이용자서비스, 기술

국공인도서 정보 문가 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13)

- 직업 련 문지식(professional expertise): 지식정보조
직, 지식정보 리, 지식정보이용, 연구능력, 정보거버 스
와 수, 기록 리와 아카이빙, 장서 리와 개발, 문해능력
과 학습

- 업무의 기 능력(generic skills):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
과 리, 이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뮤니
이션 

이종창, 권나 (2017)

- 문직 기반, 정보자원 개발, 정보자원 리보존, 정보자원 
조직, 정보기술과 시스템, 정보이용자서비스, 평생학습과 
독서, 실무 연구수행, 이용성과 분석, 지식정보큐 이션, 
서비스 마 , 경 리, 유 기  력, 기 핵심역량

강주연, 박태연, 김건, 이정민, 
오효정(2018)

- 도서   정보 문직의 윤리․가치, 도서   커뮤니 이
션 역사, 지식사회에서 도서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커뮤니 이션기법, 도서 서비

스와 작권, 작권  라이센스 계약, 개인정보 리

<표 7> 도서 의 핵심직무와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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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EST분석에서 나타난 인재상 

도서 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의 향

을 받는 사회의 한 조직이며, 특히 4차 산업

명 시 를 힘차게 뚫고 나가고 있는 이용자서

비스 기 이다. 에서도 언 했지만, 4차 산업

명은 3차 산업 명인 디지털 명을 기반으

로 하지만 물리 , 디지털, 생물학  역의 경

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의 융합이라는 특성

을 가지며, 기존 산업 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

이 빠르게, 사회․경제 으로 괴 인 향력

을 미칠 것(Klaus Schwab, 2016)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

게 되며, 이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이 475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하 으며, 도서  

련 직종들의 경우, 도서  기술자(Library 

Technicians)의 컴퓨터 체 확률은 99%, 도

서  보조원(Library Assistants)은 95%, 사

서(Librarians)는 65%로 나타났다(Frey and 

Osborne, 2013).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2016)

에서는 오히려 ‘사서  기록물 리사’의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 동안 기술에 의

한 능력 체 비율(WARS)의 변화 정도가 낮으

며, 2025년의 WARS는 Frey와 Osborne(2013)

이 2013년 제시한 고 험 집단 기 인 0.7보다 

낮아 상 으로 변화, 험군 집단에 포함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박가열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PEST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서의 인재상 도출에 참고하고자 하 다. PEST 

분석기법은 거시환경분석 기법 의 하나로 정

치환경(Political), 경제환경(Economical), 사회

환경(Social), 기술환경(Technological)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러한 4가지 환경을 분석하여 

측하고자 하는 상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여 

책을 수립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

다. 즉, 외부환경요인을 탐색하여 각 환경 요인

들이 변화하는 추세와 동인을 분석한 후 이들 

요인들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 향력 등

을 분석하여 이에 한 응 방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의 인재상 도출을 한 PEST

분석내용은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구

축 략에 한 연구(한희정 외, 2019)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수행

된 도서  환경분석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체계 으로 수행된 연구이

기 때문이다. PEST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재구성

하여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4.4 인재상 도출을 한 분석내용 종합

인재상 제안을 해 분석한 내용은 도서 계

를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제시된 인재상 

 역량, 사서의 역할, 사서직무개발, PEST 분

석 내용 등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각의 분석내용으로부터 도출된 인재상은 총 27

개이며, 이로부터 사서의 인재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인재상은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미래형 

인재, 창의․ 력․공감  인재, 창의융합형 인

재,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하는 인재, 자기 리역량을 가진 인재, 지식

정보처리 역량을 가진 인재, 창의  사고 역량

을 가진 인재,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인재, 공동체 역량을 가

진 인재, 인성을 가진 인재, 사회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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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 분석 내용  방법 최종 결과

정치  

환경(P)

1) 민 이 참여하는 4차 산업 명 

- 민․ 이 공동 참여하는 통령 직속의 ‘4차산업 명 원회’의 신설을 통해 4차 산업 명의 

범국가  추진 체계가 마련

-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 명 응방향과 략  안을 

제시함

2) 지역균형발  

-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하나는 ‘고르게 발 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의 

역할 증 를 강조

- 4차 산업 명 시 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주민 간의 계가 병렬 , 동등한 

계가 형성될 가능성(양 철, 2017)

- 클라우드 컴퓨 이 극 화되면서 강력한 랫폼을 심으로 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주

민들의 공간이 형성되고 활용될 것으로 측

3) 디지털 아카이  구축에 한 가치 변화

-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기록 리

체계를 마련하기 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 (행정자치부, 2017). 이는 

2020년 올림픽과 그 후 일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라는 에서 디지털 아카이  

구축을 극 으로 추진하는 것(권용수, 2017)

4) 신기술이 용된 미래 도서 의 개념 변화

- 국립  공공도서 의 4차 산업 명 련 정책 방향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형스마트 지식서비스 제공을 한 기본계획을 수립

- 미래 도서 은 4차 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선도 인 미래 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 명 응방향과 

략  안을 제시하고, 

지역균형 발 에기여 하

며, 디지털 아카이  구

축을 해 기록의 역사  

가치를 실 하는 인재

- 4차 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도서  역할

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선

도 인 미래 략을 세워

나갈 인재

- 사람 심의 발 과 사용

자 경험 심의 스마트 

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

를 만드는 인재

- 4차 산업 명에 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화 거

버 스 체제의 도서 으

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 지역 공동체의 지식 허

이자 문화소통 공간으로

서 그 역할을 하는 인재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신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변화

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라이  스타

일에 한 요구로 이어지

게 하는 인재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

차 산업 명 시 에 합

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인재

경제  

환경(E)

1) 사람 심의 4차 산업 명 

-  정부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비를 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람 심의 4차 산업 명 응계획을 추진

2) 지능정보 랫폼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최근 ICT 기술의 발 과 산업의 모듈화를 통하여 공유가 쉬워졌고, 디지털 컨버 스의 

진화로 기기간의 호환성이 요해지면서 제품 경쟁력이 아닌 랫폼 경쟁력이 두

- 규모 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많은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축 하여 양질의 서비스

를 렴하게 제공, 이를 토 로 이용자를 더욱 확보 가능

- 지능정보 랫폼을 통해 련 제품과 서비스들이 연결  통합되어 서비스로 작동함으로써 

단품(Stand alone)형태의 제품 서비스를 압도하게 될 것임

- 지능정보기술은 규모 데이터에 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 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이 됨

-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보임

- 4차 산업 명 시 에 랫폼을 주도하려는 기업은 ①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인 라), 

② AI 기술  ③ 데이터 보유 + 데이터 지속 창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

3) 사용자 경험 심의 스마트 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

- 사용자 경험 심의 스마트 로슈머가 등장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 지는 

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

- 4차 산업 명 시 에 랫폼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심 이 되면서 이를 매개로 

로슈머 소비자는 소비에서 유통까지 직  여하여 그들의 권리와 욕구를 행사

- 고객의 경험을 통해 집 된 분석․축 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출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생산자들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과 서비스

에 반

<표 8> 인재상 제안을 한 PEST 분석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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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 분석 내용  방법 최종 결과

4)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가 요구

-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 스 체제가 등장하면서 도서  역시 

4차 산업 명에 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가 요구됨

- 데이터가 증하면서 정보 거버 스, IT 거버 스와 데이터 거버 스, 디지털 거버 스 

등에 한 논의 활발

사회  

환경(S)

1) 연결 기반의 지능화 명

- 4차 산업 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발되는 연결 기반의 지능화 

명으로서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화사회로 환

- 사회  난제 해결에 지능화 융합이 보편화되며, 삶의 양식과 사회 인 라의 변화 등 

사회 반에 범 한 력을 유발

- 이미 주요국은 4차 산업 명을 신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민․ 이 함께 극 으로 지능화를 추진 

2) 고용형태의 변화

- 앞으로는 험 직무,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

- 랫폼을 통해 기업 기능이 산업간 경계없이 용되면서 업무도 기능 문성 심으로 

환되어 비 형  고용형태가 확산

- 정부는 ICT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확 하고, 직 지원 강화를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형태 다변화 비 안 망을 강화하기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3) 문화콘텐츠의 창작과 향유의 변화

- 4차 산업 명 기술은 개인의 문화향유에서 참여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

- 4차 산업 명을 추동하는 핵심 기술은 산업 구조의 변동만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신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에 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 인간이 4차 산업 명에서 나타난 신 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인 ‘감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4차 산업 명의 산물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함

4)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

- 4차 산업 명의 향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제고되는 반면, 개인의 정체성, 개인이 

느끼는 삶의 의의미는 오히려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도서 은 지역 공동체의 지식 허 이자 문화소통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

기술

환경(T)

1)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등 신기술  신사업 확장

- 월마트, GE, 코카콜라 등 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한 고객 리로 

경험의 변화, 새로운 가치의 창출, 디지털 마 의 최 화 

- 4차 산업 명 주도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련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선도 으로 개발  공

2) 기술이 산업 반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향도 속도로 확

- 4차 산업 명 기술시장 성장하면서 부가가치가 확 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산업 반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향도 속도로 확

-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명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치사슬의 

성격도 변화

- 가치사슬 체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제조과정의 비 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3) 4차 산업 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기존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추가 수익 흐름을 창출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을 변화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각 산업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로세스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최 화  재구성(재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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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도출된 인재상(27개) 사서의 인재상 (17)

인재상
(6개)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량, 융합  
의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공감  인재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며,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
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량, 융합  의
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
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
공감  인재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
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
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며, 학습
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린 마
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하여, 미래
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는 인재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을 가진 인재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
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가진 인재

-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 

-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
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
진 인재 

역량
(11)

- 문헌정보학이해능력, 문헌정보수집능력, 문헌정보조직능력, 이용자 정보서
비스능력, 문헌정보시스템 운 능력, 도서 정보센터경 리능력, 문헌정
보실무연구수행능력, 문헌정보 이용분석능력, 문헌정보보존능력, 문헌정보
큐 이션능력, 문헌정보 서비스 마 능력, 문화 로그램 운 능력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 

-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의사소통 역량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로벌 문해력, 환경 문해력, 정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등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할 것들로 지식 차원의 역량

- 창의력(Creativity),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업(Collaboration) 등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련된 것들로 

스킬 차원의 역량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과 련된 것들로 인성차원의 역량

- 성찰과 반성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고 끊임없이 학습, 성장, 그리고 응력을 
키워나가는 메타인지, 성장 마인드셋 등과 련된 것들로 메타학습 역량

<표 9> 1차 으로 도출된 사서의 인재상 

PEST 분석 내용  방법 최종 결과

4) 신기술을 용하여 도서 의 효율성  근성 향상

- 국의 경우 빅데이터를 심으로 디지털 자원의 근성 향상을 한 도서  정보서비스 

개발에 집 하고 있으며, 국 역시 지능형 도서  정보제공 서비스에 집

- 도서 의 커뮤니 이션 채 이 다양해지고 이용자 심의 운  구조로 이동하면서 도서  

기능도 지식정보자료의 소장 심에서 이용자 서비스가 강조되는 근 심으로 변화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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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인재, 업무의 기 능력을 갖춘 인재, 변

화를 리드하는 인재 등이다.

 

5. 사서의 인재상 제안 

5.1 문가 의견 수렴  FGI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변화와 함께 시

에 합한 인재의 양성을 한 사서교육의 방향

성에 해 논한 연구에서(박옥남, 2018), 재 문

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으로 인재상의 미확립, 

교육과 실무의 간극, 교육 내용의 획일화, 교수방

법의 다각화 부족을 꼽았고, 4차 산업 명 시 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기술 소

양과 문가 리더십을 갖춘 창의, 융합  사서를 

제시하 다. 한 향후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기

술소양교육, 특화된 문가 양성 로그램, 실무

심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도출된 17개의 인재

상을 분석하여 유사한 인재상의 경우 서로 보완

할 수 있도록 합치기도 하고, 사서의 인재상에 

분석 상 도출된 인재상(27개) 사서의 인재상 (17)

련
연구(1)

-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력 계 
형성능력, 로벌 역량, 자기 리능력, 가치   태도, 리더십을 갖춘 인재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을 경청하며 존 하는 의사소통 역량
을 가진 인재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
량을 가진 인재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
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
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
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
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사회  책임과 역할
을 하는 인재

-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기반 요소 제
안자, 창조  기획자, 퍼스트 무버의 역
할을 하는 인재

-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과 리, 이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

뮤니 이션 등 업무의 기 능력을 갖
춘 인재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
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

드하는 인재

사서의 
역할
(2)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
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사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  기획자,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하는 인재

사서
직무
개발
(3)

- 문헌정보조직, 이용자 서비스, 문헌정보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큐 이션, 문헌정보서비스 마 ,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시스템 구축, 문헌정보시스템 운 , 도서
정보센터 운 리, 도서  유 기  력, 독서문화 로그램 계획수립, 

독서문화 로그램 운 , 자문서 정보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
- 지식정보조직, 지식정보 리, 지식정보이용, 연구능력, 정보거버 스와 
수, 기록 리와 아카이빙, 장서 리와 개발, 문해능력과 학습 등의 직업 련 
문지식을 갖춘 인재

-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과 리, 이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뮤니 이션 등 업무의 기 능력을 갖춘 인재

PEST 
분석
(4)

- 4차 산업 명 응방향과 략  안을 제시하고, 지역균형 발 에기여 
하며, 디지털 아카이  구축을 해 기록의 역사  가치를 실 하는 인재

- 4차 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선도 인 미래 략을 세워나갈 인재

- 사람 심의 발 과 사용자 경험 심의 스마트 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를 
만드는 인재

- 4차 산업 명에 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 지역 공동체의 지식 허 이자 문화소통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인재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신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에 한 요구로 이어지게 
하는 인재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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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수정하 으며, 최종 으로 11개의 인

재상을 도출하 다. 11개의 인재상에 한 핵심

개념은 실 의지와 실무역량, 사회  책임, 변화

신, 인성, 창의융합, 지식창출, 소통과 업, 공

동체 의식, 자기 리, 창의  사고, 심미  감성 

등이다(<표 10> 참조).

분석 상 도출된 인재상 

1차
도출
(17)

-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 창조  지성 역량, 바른 세계  함양 역량, 면  인성계발 역량, 융합  의식 역량, 로벌 의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 미래사회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겸비한 창의․ 력․공감
 인재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 하며,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을 가진 인재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가진 인재

-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 

-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가진 인재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사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기반 요소 제안자, 창조  기획자,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하는 인재

- 리더십과 옹호, 략기획과 리, 이용자 심의 서비스 설계와 마 , IT와 커뮤니 이션 등 업무의 기 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수정
보완
(11) 

최종 도출된 사서의 인재상 핵심 개념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갖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실 의지와 
실무역량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
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도서 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사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사회  책임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변화 신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

인성

<표 10> 2차 으로 수정보완된 사서의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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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재상에 해 각계 각층의 문가들을 

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서 인재상을 보완

하고자 하 다. 총 6명의 문가에게 최종 으

로 도출된 인재상 뿐만이 아니라, 분석 상과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간 과정의 인재상들

도 모두 제시하 으며, 본 연구자가 최종 으

로 제안하는 인재상의 근거를 제시하 다. 

한 문가들에게는 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검된 인재상은 국 이용자  사서, 그리고 교

수진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재검토 과

정을 거치게 될 것임을 공지하 다. 

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첫째, 11개의 인재

상은 무나 많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인재

상을 보아도 5개 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5

개 이내로 인재상을 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다. 둘째, 핵심개념이 복되는 경향이 있고 

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이며, 핵심 

개념 신에 인재상을 넣고, 인재상별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셋째, 제시

된 11개의 인재상의 정의도 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그룹핑 해야 하며, 정의를 좀 더 사서 

인재상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 하여 첫째, 유사한 인재상

끼리 그룹화를 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표 

인재상을 창의융합형 인재, 인성형 인재, 문

형 인재, 소통형 인재로 하 다. 둘째, 각 인재상 

유형별 정의는 하나로 하지 않고, 두세 개의 정

의로 해당되는 인재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5.2 설문조사를 통한 일반인 의견 수렴 

설문조사는 사서의 인재상에 한 의견수

렴을 해 수행되었으며, 사서, 이용자, 문헌

정보학과 학생, 문가들을 상으로 하되, 불

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고 있다. 먼 , 문헌

정보과 학부생  학원생, 교수진, 그리고 4

천명의 팔로어가 있는 카페에 공지하 으며, 5

문항의 비교  소수의 문항에서 간단한 인 사

항과 인재상에 한 동의도를 측정하 다(<표 

12> 참조).

분석 상 도출된 인재상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창의융합

- 시 의 변화를 수용하고 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지식창출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소통과 업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가진 인재

공동체 의식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을 가진 인재

자기 리

-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 

창의  사고

-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심미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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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인재상 유형별 정의

창의융합형 

인재

-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 에 합한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 

-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인성형 

인재

-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 마음챙김(Mindfulness),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십 등으로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

문형 

인재

-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

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실무역량을 갖추고 사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갖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 시 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미래 수요를 측하고 개척하여 지속 으로 성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소통형 

인재

- 세상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잠재된 요구를 악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가진 인재

<표 11> 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수정보완된 사서의 인재상 

설문내용 

- 신분(도서 이용자, 사서, 교수) - 단순히 교차분석을 한 최소한의 정보

- 인재상의 필요성 - 5-Likert

-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6개의 지문 제공) - 5-Likert

- 인재상의 성

  (4개의 인재상 제공)

  (4개의 인재상별 2-3개의 정의 제공)

- 5-Likert

- 인재상에 맞는 사서의 핵심역량  능력논의 필요성 - 5-Likert

- 기타 인재상과 련된 의견 - 자유 기술

<표 12> 설문내용  구조도

5.2.1 인재상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한 

동의도

사서 인재상 정립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

량, 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해 질문하 으며, 

응답자의 82.5%가 사서의 인재상은 정립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하 고, 사서의 인재상에 

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78.7%가 응답하 다. 

사실 사서의 인재상은 공론화 된 이 없으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들의 논문

에서 언 되는 정도 다. 도서 회나 한국문

헌정보학교수 의회 등에서 공론화된 사서의 

인재상을 공동 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인재상

을 실 하기 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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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사서 인재상 정립 필요성 0 0 5 3.2 22 14.1 55 35.4 73 47.1 4.27 0.822

사서의 인재상 재논의 여부 0 0 8 5.2 25 16.1 68 43.9 54 34.8 4.08 0.845

<표 13> 사서인재상 정립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 능력 재논의 필요성

한편,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해 사서의 인재상 수립은 사서 양성 교육과

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4.34), 사서의 인재상

은 사서의 역량을 설정하는 기본이며(4.25), 사

서단체의 공동의 인재상을 제시  공유(3.97)

를 해 필요하다고 하 으며, 체 으로 제

시된 이유에 해 4  가까운 동의도를 보여 주

었다(<표 14> 참조). 

기타 의견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반드

시 사서의 인재상은 정립이 되어야 하고, 도서

 종별로 인재상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서의 문성을 강화하

기 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표 

15> 참조).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조  

그 다

매우 

그 다 M Std

N % N % N % N % N %

특정 조직의 바람직한 조직구

성원에 한 이미지 정립
5 3.2 11 7.1 23 14.8 66 42.6 50 32.3 3.94 1.024

사서단체의 공동의 인재상을 

제시  공유
4 2.6 9 5.8 24 15.5 69 44.5 49 31.6 3.97 0.97

도서   학에서 채용이나 

입학 시 요구하는 인재상 제시
6 3.9 15 9.7 41 26.5 55 35.5 38 24.5 3.67 1.07

사서의 인재상은 사서의 역량

을 설정하는 기본
4 2.6 7 4.5 16 10.3 47 30.3 81 52.3 4.25 0.991

사서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성 

제시
2 1.3 4 2.6 13 8.4 56 36.1 80 51.6 4.34 0.841

<표 14>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

- 인재상이 있다면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데 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도서 , 과학도서 , 의학도서 , 법률도서 , 

학도서  다양하고 문 인 도서 이 있는 만큼 각 도서 에 알맞게 차별화된 인재상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 문가의 역량과 수 을 높인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국민들의 지식수 과 정서안정에 두루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 바람직한 사회 실 을 한 가장 기 인 토 이다.

- 문성 제고를 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 정치 으로 편향되지 않고 립 이고 공정한 이미지의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 15> 사서인재상 정립  인재상에 한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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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시된 인재상에 한 동의도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을 창의

융합형 인재, 인성형 인재, 문형 인재, 소통형 

인재 등으로 제안하 으며, 각각의 인재상에 

한 동의정도를 질의하 다. 그 결과, 소통형 

인재는 4.51, 문형 인재는 4.45, 인성형 인재

는 4.27, 창의융합형 인재는 4.07 로 상당히 높

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분류의 사서

의 인재상의 제시는 했다고 단할 수 있

다. 그 외 인재상으로 자연형 인재, 극형 인

재, 올바른 인재, 동형 인재 등이 기타 의견으

로 제시되기도 했다(<표 16> 참조).

 그룹의 각 인재상별로 세부 인재상에 

한 동의도를 질의하 다. 먼 , 창의융합형 

인재의 경우 세 개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하

으며, 모두 평균 4.1 이상의 높은 동의도를 보여 

주었으며, 그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가 4.2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인성형 인재의 경우 2개가 제시되었으며, 인

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

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가 4.33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형 인재의 경우 3개의 세부 인재상이 제

시되었으며, 세 개 모두 4.3 이상의 높은 동의도

를 보여 주었다. 특히 도서 자료를 수집․정

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

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한 실무역량을 갖추고 사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상은 4.52로 체 

세부 인재상에서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여 주

었다. 

소통형 인재의 경우 2개의 세부 인재상을 제

시하 으며, 모두 4.2 이상의 높은 동의도를 보

여 주었고, 특히, 세상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잠재된 요

구를 악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상은 4.4의 동

의도를 나타냈다(<표 17> 참조).

5.3 사서의 인재상(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서의 인재상을 지면을 통해 공개 으로 

제안하고 있다. 사서의 인재상 도출체계를 거

쳐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으로 창의융합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조  

그 다

매우 

그 다 M Std

N % N % N % N % N %

창의융합형 인재 1 0.6 9 5.8 36 23.2 41 26.5 68 43.9 4.07 0.981

인성형 인재 1 0.6 3 1.9 16 10.3 65 41.9 70 45.2 4.29 0.781

문형 인재 0 0 3 1.9 18 44.6 41 26.5 93 60 4.45 0.774

소통형 인재 2 1.2 1 0.6 10 6.5 44 28.4 98 63.2 4.51 0.759

<표 16>  구분의 사서의 인재상에 한 동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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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조  

그 다

매우 

그 다 M Std

N % N % N % N % N %

창의

융합형

인재상

4차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

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 에 합한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하며, 개방형 정보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하도록 리드하는 인재

1 0.6 4 2.6 28 18.1 55 35.5 67 43.2 4.18 0.864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

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 

2 1.3 2 1.3 23 14.8 57 36.8 71 45.8 4.25 0.848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

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1 0.6 4 2.6 32 20.6 51 32.9 67 43.2 4.16 0.884

인성형

인재상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

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1 0.6 1 0.6 21 13.5 54 34.8 78 50.3 4.33 0.784

마음챙김,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

성, 리더십 등으로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

는 방법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

1 0.6 3 1.9 27 17.4 63 40.6 61 39.4 4.16 0.826

문형

인재상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

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

에 이바지하기 한 실무역량을 갖추고 사

회  책임과 역할을 하는 인재

1 0.6 1 0.6 12 7.7 43 27.7 98 63.2 4.52 0.724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

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갖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을 가진 도서 의 가치를 

극 으로 실 할 의지와 실무역량을 갖

춘 인재

1 0.6 0 0 16 10.3 49 31.6 89 57.4 4.45 0.731

시 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미래 수요를 

측하고 개척하여 지속 으로 성장하고, 

고 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안을 제

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2 1.3 2 1.3 28 18.1 37 23.9 86 55.5 4.31 0.901

소통형

인재상

세상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잠재된 요구

를 악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0 0 3 1.9 18 11.6 48 31.0 86 55.5 4.4 0.77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

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가

진 인재

0 0 5 3.2 23 14.8 63 40.6 64 41.3 4.2 0.809

<표 17> 사서의 인재상에 한 동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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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재, 인성형 인재, 문형 인재, 소통형 인

재상을 제안하 다. 4차 산업 명 시  특성, 

PEST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 각분야 

인재상,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 사서에게 요

구되는 책무 등을 총체 으로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다. 

6. 결론  제언
 

이복자 등(2012)은 인재란 조직의 리더로 성

장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건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

십 역량을 갖춘 차세  리더라고 규정하 다. 

사서는 문성을 갖춘 도서 계와 지식문화기

반 국가사회를 이룩할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사

서는 국가, 사회, 조직, 개인의 효율  목표달성

과 성과창출을 하여 필요한 가치와 능력 

는 이를 가진 사람으로, 문성을 기반으로 지

식문화기반 국가사회를 이룩하는데 핵심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인재상의 바른 설정이 요한 이유는 조직 

외부의 사람들은 특정 조직의 이미지를 조직구

성원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인재상의 도출은 특정인을 기 으로 하

여서는 안 되며 환경, 조직, 구성원, 직무 등 다

양한 요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재상을 도출하기 

해 도서 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제

시된 인재상, 역량, 사서의 역할, 사서직무개발, 

PEST 분석 들을 수행하 다. 각 역에서 도

출된 인재상은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미래형 

인재, 창의․ 력․공감  인재, 창의융합형 인

재, 소통하고 업하는 인재,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하는 인재, 자기 리역량을 가진 인재, 지식

정보처리 역량을 가진 인재, 창의  사고 역량

을 가진 인재, 심미  감성 역량을 가진 인재,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인재, 공동체 역량을 가

진 인재, 인성을 가진 인재, 사회  책임과 역할

을 하는 인재, 업무의 기 능력을 갖춘 인재, 변

화를 리드하는 인재 등 총 11개의 인재상이다. 

이 게 1차 으로 도출된 인재상을 기반으로 

교육 문가, 도서  장 문가, 인재상 문

가 등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 으며, 문

가 면담 결과 4개의 인재상으로 축약되었고, 각 

인재상 유형별 정의가 정리되었다. 4개의 인재

상  인재상별 정의에 해 일반 이용자, 사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인재

상의 필요성,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 제시된 인

재상에 한 동의도, 인재상의 정의에 한 동

의도 등을 질의하 다. 

설문분석결과, 문가 면담내용, 그리고 문헌

조사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

는 사서의 인재상은 지식정보유통 측면에서 국

가  사회의 발 을 지원하는 도서 에서 근무

하는 사서는 소속 도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복지

에 기여하고, 결과 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

어질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근하 으며, 최

종 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인성형 인재, 문

형 인재, 소통형 인재 등 4개의 사서인재상을 제

안하 다(<그림 3> 참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재상이 우리나라의 

표 인 사서 인재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재상에 해 학

계에서의 논의, 도서 계  련 단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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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서의 인재상

논의 등을 거쳐 발 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

이다. 즉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

구자가 제시한 인재상 역들에 해 동의를 

받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단

과 한계를 보완하기 해서는 근  도서 사

상가, 도서 이론가의 학술 , 이론  체계를 

반 하고, 이에 해 국내 문가들(상당한 경

륜의 문헌정보학자  이 문제에 오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연구를 한 정년 교수, 일선에 장

을 이끄는 사서직 장  베테랑 사서, 국립

앙도서   한국도서 회의 책임자  사서

교육 담당자 등)을 상으로 심층인터뷰 는 

델 이기법으로 집단 지성을 거쳐, 사서의 인

재상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게 인재상이 정립이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역량  교육과정에 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연구로서 진행되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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