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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른 신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적 정책방향에 부

합하는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립세종도서관에 적용가능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에서는 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살펴보며 국내외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장에서는

도서관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온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장

에서는 도서관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환경요인을 검토하였고 또한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용자들이 바라는 선진화된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도서관 업무별 서비스별 정보화 신기

술 도입현황 및 정보 트렌드를 분석하여 신기술 실행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에

서는 장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 도서관의 전략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며 향후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기초 인프라 분석 서비스 유형 이용행태 분석을 토대로 적용가

능한 기반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검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은 모두 사

람 이 중심이며 인간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능형의 똑똑함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상시 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사서들의 신기술 교육 및 재교

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도서관에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 시 정책 및 제도 조

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등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설계 및 지원방안도 병행되어

야 한다 구체적인 신기술로는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챗봇 스마트그

리드 로봇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의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해 도서관 및 사

서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미래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정책 영역 조직 및 인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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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시설 영역 서비스 영역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 영역에서

는 기반의 미래 도서관 정책 추진

및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조직 및 인력 영역에서는 미래 도서관 대응 전담조직 구

성 사서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보강을 공간 및 시설 영역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해 지식 문화 교육 제공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 마련을 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서 및ᐧ ᐧ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문화지원 및 경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였다

궁극적인 지향점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서관이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도입하기 위한 미래 도서관의 구축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이용자들의 요

구사항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전 과정을 연결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똑똑한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도서관 도서관 간 경계 학습과 오락

경계 물리적 신체적 제약 계층 간 경계가 없는 경계없는 도서관 세 가지 목표를 설

정하였다 미래 도서관의 비전으로는 사람 중심의 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용자가 원하

는 형태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인간 중심의 도서관

실현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인간이며 미래 도서관은 인간 중

심의 도서관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차 산업혁명의 미래 도서관

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간 중심 즉 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 내에서의 이용자의 활동 및 도서관 내외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엄청난 양의 센싱 데이터들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챗봇 로봇 검색창 등의 형태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

관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의사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도서관은 신기술

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재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영입

등으로 관련 핵심 전문가들을 도서관 내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산학연 기관들과 공동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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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배경 및 필요성

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른 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4 ( )• 新
국가적 사회적 정책방향에 따른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 ∙

도서관계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서비스 모형 개발IoT•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개년 계획5

국정기획자문위(

원회, 2017.07)

문재인정부는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대 전략과5 , 20 100•

대 국정과제를 균형 체계적으로 배치∙

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복합 혁신과100• ∙

제 선정 및 추진

대 복합 혁신과제 중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발표4 ‘4 ’•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4 ’ (17.08)

과학 기술혁신으로 초지능 초연결 기반 구축- ∙ ∙

역동적 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4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4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 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 ∙

차 산업혁명을‘4 ’

키워드로 ICT

관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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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른 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4 ( )新

신 패러다임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 )新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는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Thomas Frey) “

인류역사보다 앞으로 다가올 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된다 고 단언20 ”

 한계비용 제로사회 로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은 앞으로는 에너지 통신‘ ’ (Jeremy Rifkin) “ , ,

운송 등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류전체가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 이런 세상은 공유경제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

 경영학의 세계적 석학 피터 드러거 는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Peter Drucker) “ 100%

수 없다 하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실패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단언하며 결국 미래를. 100% ” ,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공언

 스탠 데이비스 는 미래의 지배 를 통해 지구촌은 네트워크 경제 혹은 접속경제로(Stan Davis) “『 』

변화하며, 속도 접속 무형에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 , 할 것이라고 예견”

 실리콘밸리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혁신기업가인 피터 틸 은 경쟁은(Peter Andreas Thiel) “

패자들의 것이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고 주장, ”

 우리의 미래가 향후 창조와 감성의 시대 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 (James

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에 대해 지난 시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도Allen Dator) “

보장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라며 거버넌스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

그림 미래사회의 변화[ 1] (www.210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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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메가트랜드인 차 산업혁명의 이해4

 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노동력의 변화변화 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 차1 , 2 , 3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정보기술 을 활용한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변화를 선도해 왔다 앞으로는(IT) .

차 산업혁명이 변화 주도4

 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4 , , (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로 대변되는 미래 핵심 산업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 회장은 세상을 또다시 뒤흔들 차2016 (Klaus Schwab) “ 4

산업혁명에서 길을 찾아라 고 조언하면서 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파급효과 측면에서 종전의” , “4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 이라고 주장”

그림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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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내 현황4

 다보스 포럼 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강국인데 비해2016 : ‘4 ’ , IT

차 산업혁명 준비가 다소 미흡하고 적응도 순위도 위로 평가4 , 25 조사대상 개국( 139 )

그림 주요국 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 3] 4

 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대 핵심요소별 국가 순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4 5 :

기술수준이나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노동시장 유연성 및 법적 보호 측면에서 미흡SOC ,

표 차 산업혁명 개 핵심요소별 국가 비교[ 1] 4 5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수준SOC 법적 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4.0 6.75 3.4

5 미 국 4 6 14.0 23.00 10.2

12 일 본 21 21 12.0 18.00 15.4

13 독 일 28 17 9.5 18.75 15.9

25 한 국 83 23 20.0 62.25 41.5

28 중 국 37 68 56.5 64.25 55.6

자료 중앙일보: , 2016.06.※

그림 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및 대응조사 결과[ 4] 4 중기중앙회 전국 개 대상( , 300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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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

그림 글로벌 여건변화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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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4 ( , 2016.12)

 기업국민 주도 정부학계 지원 파트너십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조성( ) ( )‧ ‧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구현‧ ‧
 전략적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경쟁력 조속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4 ( , 2017.03)

 민간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로 산업구조 전환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4 ·

 산업 전반의 일자리 재편과 고용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전략적 세부과제 안 기획재정부4 ( )( , 2017.04)

 전략 핵심기술 및 창의인재 확보( 1)

 전략 혁신창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2)

 전략 글로벌 혁신거점화 및 제조업 혁신( 3)

 전략 일자리사회시스템 보완( 4)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개년 계획 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차 산업혁명5 (2017.07) : 4) 4

 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 초연결 기술 등 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4 (AI, IoT, 5G ) , ,ㆍ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차 산업혁명을 대비4

 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차 산업혁명위원회를4 4

설치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세계 최초 세대: 5ㆍ ㆍ ㆍ

이동통신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력을(5G) (IoT) , (AI)

확보 실용화하고 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초지능 초연결사회의 기반 조성,ㆍ ㆍ ㆍ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4 ,ㆍ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지원 금융 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 M&A , ,ㆍ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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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서비스 개발4 IoT

년 들어서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논의 본격화2017 , 4 (realign)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화에 따라 우리네 삶의 방식 및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4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적개인적 기억물을 수집 및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어떤 프로네시스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 논의 활성화( )

표 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할 간의 주요 논의 진행 현황[ 2] 4

연도 기관 주요 내용

2016.06 문체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 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최1∙
2017.02 국립세종도서관 제 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다 자료 목록집 발간4『 』∙
2017.03 문화체육관광부 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도서관정책기획포럼 출범4∙
2017.07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제 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공동 주최4「 」∙
2017.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차 산업혁명과 대학도서관 주제로 회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4 17「 」∙
2017.09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활용해 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분석 발표4∙

2017.09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융합 세미나 개최, 4「 」∙

미래 세상을 만들어가는 혁신적 기술을 도서관에 접목하는 선도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사물인터넷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생명공학 등 기존 우리의, 3D , , , ,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초융합과 초연결 로 대변되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고도화된‘ ’ 4

미래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세계적인 정책동향 선진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

도출하고 도서관 관련 전체 실행 로드맵과 세부실천과제 등 미래 대응형 발전전략 제시 필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융복합 도서관 시스템 구축 기존의 도서관 개념에서 벗어나:

기술이 접목된 도서관 개념 새롭게 정의 국립세종도서관에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모형ICT IoT⇒

개발 필요

 도서관에 호모 루덴스 개념을 도입(Homo Ludens) 하여 도서관 놀이터 라는 등식을 설정 에‘ = ’ : IoT

기반한 정신적인 창조활동이 이뤄지는 놀이터 개념 정립 및 역할 확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공유하는 프로슈머 관점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시각(Prosumer)

확대 새로운 분류법 개방형서가 빛과 휴식을 위한 공간 설계 등 인구 만 도시에 연간: , , . ex. 5

만 명이 방문하는 일본 가케오 도서관 이용자 가 외지인 서비스100 ( 40% ) +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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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1.2.1 연구의 주요 내용

01 제 차 산업혁명의 의미 및 국가별 대응전략4

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최신기술 및 정책 동향4

 차 산업혁명 관련 최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기반기술에 따른 분석 및4 , 4

활용체계를 조사

 차 산업혁명 관련 국외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동향과 비교분석4

국가별 대응전략을 통한 시사점 도출

 국내외 추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을 제시

 국내외 활용사례를 문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국가별로 분석 및 제시

 기술 및 정책 추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사항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02 제 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도서관계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분석4

도서관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정의하고 분석4

 도서관의 보존발굴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공유활용확산 측면에서 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 / / , 4

고민하고 적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분야 및 활용가능성 검토,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선진국 사례 및 국내외 연구동향: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도서관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4

 선진국에서의 도서관 분야의 변화 및 대응 사례를 수집분석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 조사/

 선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기술 분석 예 적용 및 현재 적용 수준을 파악 국내외( : IoT ) :

적용현황 및 사례분석IoT

 도서관에 특화하여 적용 가능한 정보서비스 분야를 조사하고 세부 적용 방안 및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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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환경에서의 영향에 관한 미래 예측4

차 산업혁명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선진화된 도서관의 변화 방향성과 변모 가능성 예측 및 분석4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융복합된 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도화된, 4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영향력 요인 분석

도서관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한 미래 모형 설계

 지능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실무자들 예 도서관 현장 사서 및 연구자 등 의 도서관에 대한( : )

인식을 설문 및 등을 통하여 조사 및 분석FGI(Focus Group Interview)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용자들이 바라는 선진화된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 및4

설문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단 조사의 방법과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04 도서관 업무별서비스별 정보화 신기술 도입 및 정보트렌드 적용방안․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정보서비스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4

 정보서비스 특화 기술 중 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정보트렌드를 분석ICT

 선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예 데이터 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 : IoT )

운용 방안을 제시

05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미래 전략 수립 및 제안4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대응 방안 제안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서관 사서 도서관 서비스 등의4 , ,

변화 등 미래 대응 방안 도출 또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재정립과 도서관의 미래전략 제안,

특히 지능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대응 정책 제안,

06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반 서비스 모형 제안IoT

국립세종도서관 환경 및 이용행태 분석

 국립세종도서관 회원 시설환경 시스템 등에 대한 기초 인프라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이용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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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발주처의 협조를 통해 이용행태 로그 등을 수집( )

 분석결과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에 기술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IoT

사물인터넷기반 미래 지능 형 구축 모형과 실제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세부 방안 연구( )

 국립세종도서관에 적합한 지능 정보화 환경 및 서비스 구축 모형 제안

 도서관 시설 장서 사서 이용자의 유기적 연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도서관 정보서비스 방향을 제시  

 단계별 로드맵 및 세부 구축 서비스 방안 제시‧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01 연구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가?

국내외 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계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의4

보고서 및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개념 정의 문제점 시사점 등을 도출, , ,

국내외 사례조사는 최근 년 이내에 연구된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함3

도서관 관련 인식 수요도 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미래전략 수립 근거 마련 향후 정책 방향 및:

역할 재정립

국립세종도서관의 기초 인프라 분석을 통해 이용행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차후 기반 서비스, IoT

모델의 적용방안 연구 전체적인 로드맵 및 세부실천방안 제시:

02 언제 어디까지를 연구하려 하는가, ?

내용적 범위

 도서관은 지역별형태별 다양한 관종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 도서관은/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 한정지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함

시간적 범위

 년을 기점으로 년까지 년간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계2018 2022 5 , 4

발전가능성 향후 역할 및 전체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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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

 중심대상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역을 대상:

 광역대상 국토의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경기수도권과의 연계를 고려: ․
 확대대상 대 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과 대 특별광역경제권 강원권: 5 ( , , , , ) 2 ( ,

제주권 으로 확대하고 향후 글로벌한 위상 고려) ,

1.4. 연구 추진체계도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접근성∙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

제 차 산업혁명 시대4

국내외 도서관계 조사 및 분석

제 차 산업혁명 시대4

도서관의 미래전략 수립

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기술동향4∙
국내외 도서관계 정책동향∙
국내외 선진 추진사례 분석∙

∙ 추진사례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선진화된 정보서비스 신기술분석∙
국내외 현황과 사례분석: IoT

선진화된 도서관의 변화 방향성∙
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선진화된 정보서비스 개발 및 적∙
용 방안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대응 방안∙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재정립 :∙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 역할

정책방향 및 분야 도출 미래 전략 도출 및 재정립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반 서비스 모형 제안IoT

국립세종도서관 환경 및 이용행태 분석∙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전략IoT∙

전체 사업별 단계별 로드맵 및 세부과제∙





Ⅰ
II 제 차 산업혁명의 의미 및. 4

국가별 대응전략

미래전략 및 서비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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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4

2.1.1 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4 ?

01 차 산업혁명의 유래4

차 산업혁명의 논의와 대두4

 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년 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4 2016 1 (World Economic

에서 클라우스 슈밥 이 인더스트리 개념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글로벌Forum) (Klaus Schwab) 4.0

이슈로 등장

 해당 용어는 년에 독일이 제시한2012 인더스트리 분류 개념인더스트리 에 근원( 4.0) 을 두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거론된 후 전 세계로 사용 확산 인더스트리 은 독일의 주요 산학연, : 4.0

전문가들이 새롭게 제시한 프레임으로 산업 전 분야에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IT

혁신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탄생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 존재4

 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는 기술융합론 제조업 혁신론 인공지능 주도론 등 관점의 차이에 따라‘4 ’ , ,

인더스트리 디지털전환 차세대 생산혁명4.0(industry 4.0), (digital transformation), (The Next Production

제 의 기계시대 등 유사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논의Revolution), 2 (The Second Machine Age)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미흡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구글트렌드 내 검색 관심도 추이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fourth industry

이라는 용어보다는 과 의 검색 관심도가 훨씬 높은revolution’ ‘industry 4.0’ ‘digital transformation’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로 통용4

해외 검색 관심도 국내 검색 관심도

그림 권역별 차 산업혁명 관련 키워드 검색 관심도 추이 비교[ 6] 4 검색기간( 2012.04.01.-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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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 산업혁명의 개념4

기본개념

 클라우스 슈밥은 제 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4 “ 3 ,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인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digital), (physical), (biological) ,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fusion) 이라고 개념적으로 설명”

 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의 힘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1, 2, 3 ,

기계의 강화된 인지력이 인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차 산업혁명으로 진화4

 차 산업혁명이 하드웨어 중심의 방식이었다면 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에 기계를 결합하는3 , 4

방식으로 이동하며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음,

 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자동화였다면 차 산업혁명의 핵심3 IT , , 4

키워드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를 통한 자율화 임(HyperConnectivity) (Intelligence) (Autonomisation)

자료 김상훈 외 차 산업혁명 산업부발표자료 재인용: , 4 , (2017.02) .※ 「 」

주 사이버물리시스템 건물 도로 전력망 공장 등의 사물에 통신: (CPS, Cyber Physical Systems) : , , , ,※

컴퓨팅 등 기술을 융합하여 사이버상에서 물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ICT .

그림 각 산업혁명별 단계별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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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4

차 산업혁명은 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가4 3 , ICT,

융합된 새로운 기술 혁신에 기반 관점이나 접근방식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의 차 산업혁명: 4

정의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합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적임ICT , ,

따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프린팅 등이 핵심 기반기술로 부각하며, , , , 3D ,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경계를 초월하여 융복합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

그림 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8] 4

표 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와 핵심기술[ 3] 4

구분 핵심기술 주요 내용

물리학

무인운송수단 센서 인공지능 발달로 드론 트럭 항공기 등 무인운송수단 활성화, , ,∙
프린팅3D

기존의 절삭가공이 아닌 적층방식의 제작∙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의료 자동차 항공우주 등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

로봇공학
센서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다양한 업무수행 가능∙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킹 발달로 인간과 밀접한 협업 가능∙

신소재
그래핀과 같은 최첨단 나노소재는 강철보다 배 이상 강하며 두께는 머리카락의200 ,∙

만분의 인 혁신적 신소재100 1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작고 저렴해진 센서기술 발달로 제조공정 물류 집 운송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 ,∙
블록체인 시스템

서로 모르는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모두에게 공유되기에 특정,∙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제하기 힘듦 금융거래 증명서 의료기록 등에 적용가능: , ,

생물학

기술

유전학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비용은 줄고 절차는 간단해짐,∙
합성생물학 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 제작가능 심장병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적용 가능DNA , ,∙
유전자편집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의 성체세포 및 유전자 변형 동식물도 만들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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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차 산업혁명관련 기존 연구4 학위논문 연구논문 단행본( , , ) 검토 및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자료들을 차 산업혁명 과 연관된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다음과(KERIS) ‘4 ’

같음 월 기준(2017.11 ) :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 총 건329 , 963 , 801 , 2,093

 차 산업혁명과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은 권4 ICT : 56 , 75 , 22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AI) : 58 , 173 , 106

 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 11 , 17 , 18

 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IoT) : 51 , 77 , 57

 차 산업혁명과 프린팅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3D : 7 , 18 , 16

 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 44 , 77 , 47

 차 산업혁명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 권4 (VR)/ (AR) : 18 , 23 , 30

 차 산업혁명과 드론 학위논문 개 국내학술지논문 개 단행본은 권4 : 7 , 17 , 18

표 빅데이터 관련 주요 키워드 비교[ 4]

항목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

차 산업혁명과4 ICT 56 75 22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4 (AI) 58 173 106

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4 11 17 18

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4 (IoT) 51 77 57

차 산업혁명과 프린팅4 3D 7 18 16

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4 44 77 47

차 산업혁명과 가상현실 증강현실4 (VR)/ (AR) 18 23 30

차 산업혁명과 드론4 7 17 18

기 타 77 486 487

합 계 329 963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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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조사를 토대로 해당 키워드에서 참조할만한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음,

표 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키워드 사례연구[ 5] 4

항목 저자 발표연도( ) 제목 발표형태

차 산4

업 혁 명

과 ICT

한재훈(2017)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기술 개발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차 산업혁명: 4 ICT

기술 관련 건설특허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박상열(2016)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연구 국내 통4 :

신사업자 중심으로
석사논문

오창렬(2017) 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산업 육성 전략4 ICT 학술논문

송민경외(2017)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방안 모색4 학술논문

전해영외(2017)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4 학술논문

좋은정보사(2017) 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별 주력분야 분석 및 대응전략4 단 행 본

이정환(2017)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 제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산업 전망100 : 4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인공

지능(AI)

맹주영(2017) 로봇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4 석사논문

맹미선(2017) 알파고 쇼크와 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4 ' 석사논문

김지원(2017)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김희선(2017)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 전통예술의 미래전망과 과제4 학술논문

이시직(2017) 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4 , 학술논문

창조경제연구회

(2016)
인공지능과 차 산업혁명4 학술논문

김진형(2016) 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4 , 학술논문

이세철(2017) 차 산업혁명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4 , 단 행 본

IRS Global

(2016)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종합분4 (AI)

석
단 행 본

차두원(2016) 잡 킬러 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 4 ,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클라

우드

김형순(2017)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융합환경에서 이용자 인증 및 메시지 관리를 위한IoT

완전 준동형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 설계
석사논문

편집부(2017) 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클라우드 데이터 혁신 전략4 학술논문

박천출외(2017) 제 차 산업혁명 속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재와 국방분야 적용방안4 학술논문

김영화(2017) 클라우드에서 드론과 의 융합SDN/NFV 학술논문

장동익(2017) 스마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 차 산업혁명 시대의 클라우드 기술 활용: 4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사물

인 터 넷

(IoT)

박상원(2017) 사물 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따른 컴퓨터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오승곤(2017) 사물인터넷 시대의 라디오 스펙트럼 이용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최현(2017)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운송 효율성 제고 석사논문

김민지(2017)
사물인터넷 제품 문화코드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스마트 홈 웨어러블 커넥: , ,

티드 카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김병운(2016) 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4 , 학술논문

장진영(2017)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의 관계와 인공지능 을 읽고4「 」 학술논문

권헌영(2015)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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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 외(2016)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IoT) 학술논문

김도현(2017) 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물인터넷과 지능 서비스4 학술논문

진윤선 외(2017) 사물인터넷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학술논문

크란츠 외(2017) 이노베이션 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물인터넷의 미래IoT : 4 단 행 본

박영희(2017) 사물인터넷의 빅데이터 개론 단 행 본

연개성(2017) 사물인터넷 마케팅혁명 단 행 본

매일경제(2014) 사물인터넷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단 행 본

정경숙 외(2015)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독서지원서비스의 설계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3D

프린팅

박지환(2017) 프린팅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진학 관점을 중심으로3D : 석사논문

문승준(2017)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3D 석사논문

박현욱 외(2016)
창조경제의 신산업 발전전략 모색을 통한 프린팅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3D

연구
학술논문

이미정(2017) 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자인 트렌드4 학술논문

비 피 기 술 거 래

(2017)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내외 프린팅 산업분석 보고서4 3D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빅데

이터

이가희(2017)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 기반 전략적 성과 연구 조직적 구조 요인을 중심:

으로
석사논문

신지윤(2017)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개선안 고찰 석사논문

김나루(2017)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박사논문

서새남(2017) 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4 - 학술논문

구현모(2017) 빅데이터와 차 산업혁명 금호 아시아나 등4 : 학술논문

복경수 외(2017) 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4 학술논문

이중원 외(2017)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학술논문

장재영(2017)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영화흥행예측 기법의 실험적 평가 학술논문

조완섭(2017)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 동향 학술논문

Marr, Bernard

(2017)
빅데이터 차 산업혁명의 언어: 4 단 행 본

최재용(2017) 인 미디어시대 제 차 산업혁명과 소셜미디어(1 ) 4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가상

현 실

증(VR)/

강 현 실

(AR)

나기현(2017) 가상현실 콘텐츠의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석사논문

김인태(2017) 증강현실그림책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최중빈 외(2016) 차 산업혁명과 국내 게임산업 발전방향 연구4 학술논문

이승희(2017) 제 차 산업혁명 시대 놀이문화를 위하여4 학술논문

김치호(2017)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어트랙션의 연구 학술논문

이재홍(2017) 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상현실의 흐름과 전망4 학술논문

강형철(2017)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의 명상교육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찰(VR) (AR) 학술논문

김민구(2017) 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트렌드 가상현실 증강현실 융합현실편4 , : , , 단 행 본

임일(2016) 차 산업혁명 인사이트 기술혁명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통찰의 시선(4 ) : 단 행 본

차 산4

업 혁 명

과 드론

정순채(2016) 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융합된 드론의 보안규제 및 영상추적에 대한 연구4 박사논문

김형자(2017) 차 산업혁명 시대는 곧 첨단 센서 시대Science Technology - 4 ' ' 학술논문

계경문(2017)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4 학술논문

차두원 외(2017)
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한국의 성4 : 15

장 조건
단 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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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조사와 사례연구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차 산업혁명 기초자료조사와 사례연구에 근거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 4

항목 제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차4

산업혁명과

ICT

제 차4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방안 모색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초고속과 초융합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하는 제 차 산업혁ICT , 4

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기관차원의 전. ,

략수립이 치열하다 그러나 제 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은 전략수립에 있어. 4

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 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헌을 토대. 4

로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다가오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역할을 기술 인력 정보 제공자로 분명히 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공생· · ,

을 통하여 제 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한다4 .

차4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한국의 국가혁신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 ,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4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직. , ·

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 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 ,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 . ,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 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및 시스템 구축이 바·

람직하다 다섯째 핵심 정책의 일관성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혁신 추진. , ,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차4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별

주력분야 분석 및

대응전략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4 , , ,

명으로 사물이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가능해 지면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

고 있으며 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경우 적용 및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 4

로 전망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모. ,

바일 인터넷과 연결하여 기기를 조작하고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영, ,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

상했으며 삶의 질 변화와 산업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

다 본 보고서는 산업의 혁신을 넘어 시장구조 및 생산방식 생활양식 등 근본적. ICT ,

인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 변화 및, 4

전망 산업별 변화와 주력분야 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록한다, .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 100 :

제 차 산업혁명을4

주도하는 미래 산업

전망

년 제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공통점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기술이2017 4 ‘ ’

라는 것이다 사람이 기술을 의식하고 다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바람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움직여준다 교통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자동 운. ‘

전 인터넷 이후 커다란 이노베이션으로 불리는 핀테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된’, ,

여기에 재생 의료와 게놈 편집 기술까지 진행되면 가까워진다 는 의미 이상ICT, ‘ ’

의 단어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 현재의 첨단기술 개발과 실용화는 다른 분야 기술들.

과 상호작용에 의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년 이후 실용화가 코앞으로. 2017

다가온 첨단기술 가지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술 도입 현황을100 ,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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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

알파고 쇼크와

차 산업혁명'4 '

담론의 확산

본 논문은 유행어 와 사회기술적 상상(buzzword) (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

에 관한 과학기술학 논의의 함의에 주목 알파고 쇼크 이후의 유행어가 정부 기업, ・ ・
개인에게서 사용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유행어의 수사적 기능 분석을 통.

한 접근은 차 산업혁명 담론 확산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아닌 이를‘4 ’

논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목적과 상상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하여 현행 교육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

책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정보.

과학 기술만이 아니라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인성교육과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나아가 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류임을. 4

인식하고 교육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 교육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

차 산업혁명을4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종합분석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조명을 통해 향후 경제사회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의 시장 동향. (AI)

및 전망 주요국 정책동향 핵심기술 개발 동향 특허출원 동향 주요 참여업체 사업, , , ,

전략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핵심 이슈에 대해 면밀히 정리 분석하여 개화하는 인,

공지능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적인 사업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AI) ,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차4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차 산업혁명의4

전제조건 클라우드

데이터 혁신 전략

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라고 정의하며 융합을 위한4 ‘ ’ ,

제도는 정부가 기술은 민간이 주도한다 차 산업혁명의 척도는 클라우드 데이터 트. 4

래픽인데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은 미만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 2%

하여 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하여 년4 . 3

이내에 클라우드 트래픽 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대 플래그쉽50% , 4

프로젝트 개방 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 를 제안한다 또한 논( , , , ) .

문은 클라우드 데이터 활성화라는 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제조4

업 혁신 서비스 혁신 교통 환경 국방 등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한국의 차 산업, , , , 4

혁명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 차4

산업혁명 속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재와 국방분야

적용방안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을 분류하고 국 내외 동향 및 환경, ·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차 산업혁명 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4

주요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국방분야에 활용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 :

차 산업혁명4

시대의 클라우드

기술 활용

스마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 는 차 산업혁명 시대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4『 』

마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과 클라우드.

기술의 적극적 활용 코칭기반의 성과문화 정착을 통해 성과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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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 제품

문화코드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

스마트 홈,

웨어러블,

커넥티드 카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광고를 분석하여 광고가 소비자에

게 전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문화코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사물인터넷 시장의 개인 부문에서 년 월부터 월까지 출시된 제품 광고를IoT 2016 1 12

스마트 홈 웨어러블 헬스케어 커넥티드 카의 가지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총 개 제, , 3 9

품에 대한 광고 편을 분석한다 먼저 각 광고 메시지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14 . ,

파악하기 위해 표층 서사 심층 구조로 구분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한다, , .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와 경험적 연상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서사의 코드화된 메

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의미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심층에 함의된 가치와 문화

코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출시된 사물인터넷 제품 광고는 대부분 일상에서. ,

제품의 활용 및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재현하며 목표 소비자층이 추구하는 가치를 소

구하였다 스마트 홈 가전 광고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해서 라이프스타일. · IoT

의 변화와 관계라는 상징적 가치를 주로 전달하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광고에서, · IoT

는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다는 실용적 가치를 소구한다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카 광고에서는 자동차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강조한다.

제 차 산업혁명4「

시대의

사물인터넷의

관계와

인공지능 을 읽고」

근대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의 발달이 꾸준히 그 영향력을 키워 왔고 지역적, ,

문화적 한계를 뛰어 넘어 급기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을 하나로 엮어나가

는 물질적 토대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 문명의 폭발적 성장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대해 원불교를 개창한 소태산 대종

사 는 한 마디로 물질이 개벽된 시대 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물질이( ) ‘ ’ , “朴重彬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는 개교표어와 함께 구체적인 종교적 실천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인4 ,

터넷으로 연결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일

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산업 및 공공분야에서는 이미 사물인터넷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은 사물인터넷

에 대한 연구와 구축이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기술 등을 정의하고 나아가 국내외 도

서관의 도입 사례와 함께 국내 대학교 도서관의 사물인터넷 구축 사례에 대한 집중S

적인 탐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이 대학도서관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학도서관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방안

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한다.

차 산업혁명을4

위한 사물인터넷과

지능 서비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 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물인터넷4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 차 산업혁, . 4

명의 물리공간을 사이버 세계와 연결하는 초연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사물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4

서는 사물인터넷 상에서 지능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 산업혁명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 서비스를. 4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와 프로Smart America Challenge SmartSantander

젝트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실험 환경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 서비스,

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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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최근 사물인터넷 이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식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개념(IoT) 4

을 탑재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실.

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및 실제

이용도는 낮은 편이다 더구나 사물인터넷을 통해 내외부와 사람이나 객체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분.

석하여 사물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한다.

이노베이션IoT :

차 산업혁명의4

핵심 사물인터넷의

미래

이 책은 현재 사물인터넷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며 우리는 무엇을 해,

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이 책은 부로 나누어서 즉 이제 안전하고 혁신. 3 ,

적인 사물인터넷 시대다 자신의 조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구현하기 사물인터넷의 오, ,

늘과 내일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통해 극적인 생산성 확대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차4

산업혁명과

프린팅3D

프린팅 기술을3D

이용한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봉장으로 사물인터넷과 프린팅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4 3D ,

적분에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구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

다 이에 본 연구는 프린팅 기술의 현황과 시장성을 파악하고 프린팅 기술로. 3D , 3D

인해 변화하는 제조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제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창조경제의 신산업

발전전략 모색을

통한 프린팅3D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결과 프린팅 산업은 현재 프린터기의 성능 소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3D ,

고 있기 때문에 교육 의료 제품 활용 분야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 ,

해줄 수 있는 초기 응용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적당하며 프린터 사용법과 교과 활3D

용법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과학 역사 건축 해부학 등의 분야에서 높은 교육 효, , ,

과와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시장의 키덜트산업 성장과 프린팅. 3D

기술의 성장속도를 보면 곧 프린팅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3D

산업으로 주목될 것이다 이에 디자인산업은 프린팅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3D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조업에서 프린팅을 활용하여 소비자. 3D

들의 개인취향이 반영된 맞춤형 소량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생산시스템과. ,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매우 중요할 것이고 프린팅 산업과 디자인의 연관성은 새3D

로운 디자인 비즈니스를 형성할 것이다.

차 산업혁명을4

주도할 국내외

프린팅 산업분석3D

보고서

최근 프린팅은 단순한 시제품 제작 도구를 넘어 차세대 생산 기술로 주목받기 시3D

작했다 기존 산업이 단순 프린팅 장비 위주로 운영 되었다면 현재는 클라우드 컴. 3D ,

퓨팅을 활용한 프린팅 스마트폰으로 작동 가능한 모바일 프린팅 한층 정교해3D , 3D ,

진 모델링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밀링 스캐닝 프린팅 기능을 동시에3D CNC , 3D , 3D

갖춘 하이브리드 공작기기 등 최첨단 기술이 프린팅에 접목되면서 제조업계의IT 3D

일대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프린팅. 4 3D

의 기술 현황 및 응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프린팅이 산업 시장에 미칠 수, 3D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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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통상적으로 빅데이터는 다음의 가지 특성들 곧 정보의 양 정보의 다양성5 , (volume),

정보의 빠른 생성 속도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정보가(variety), (velocity), (veracity)

지향하는 목적 또는 가치 를 지닌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 이는 일종의 기술적(value) .

정의로서 오늘날 빅데이터의 높은 사회적 위상과 강력한 영향력 및 역할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를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로 간주하고 데이터가 수.

집 저장 분석 처리 활용되는 과정에서의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상관관계 및 외· · · ·

부와의 끈임 없는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빅데이터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적 차원· .

에서는 정보의 존재론적 본질이라든가 그러한 정보에 기반 한 새로운 세계관의 구성

과 같은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지식에 기반 한 전통.

적인 인식론과 정보에 기반 한 새로운 인식론의 관계라든가 정보 중심적 관점에서,

본 지식의 상의 변화 문제 특별히 과학지식의 본질적 변화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윤리 학 적 차원에서도 빅데이터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 ) ·

해결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윤리체계의 정립 문제라든가 이를 정당화 해 줄 윤리학적,

담론에 관한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중요한 철학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윤리학적 담론의 기본 방향과 거버넌스에 대해 개략적

으로 언급한다.

빅데이터 :

차 산업혁명의4

언어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성공한 기업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사업 모델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여기, .

에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런던교통국 등 정부기관의 사례도 포함된,

다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도구로 분석하는지 극. , ,

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미래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단순 명쾌하게 서술해 누구라

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인 미디어시대(1 )

제 차 산업혁명과4

소셜미디어

본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론과 마케팅에 대

한 조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과 동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의 정보를 수록한다 즉 인 미디어시대 제 차 산업혁명과 소셜미디어 는 이 시대. ‘1 4 ’

를 살아가면서 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차 산업혁명을 예견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1 4

한 소셜미디어의 핫한 어플 활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차4

산업혁명과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어트랙션의 연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4

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년까지 시장 규모가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2020 1,500

다 이러한 기술이 게임과 영화와 더불어 테마파크에도 확대될 것이 예측되며 실제. ,

로 이미 많은 세계의 테마파크는 기술을 검토하여 테마파크 어트랙션에 적용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테마파크 어트랙션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은 이미 테마파크와 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트랙션LBC(Location Based Center)

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 .

복을 위해서는 테마파크 어트랙션 검토 시 재미 효율Fun( ), Efficiency( ),

기술 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근본적인 테마파크의 개념과 부합되는 지Technology( ) ,

의 여부도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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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시대의4

가상현실의 흐름과

전망

의 진가는 차 산업혁명의 뇌관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세대 통신기술VR, AR, MR 4 5

의 안정적인 정착에서 시작된다 그 이유는 세대 통신이 보편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5

컴퓨팅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인공지능이 거느리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대폭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다양한 융합 형태로 발.

전시킨다 그리고 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최상의 첨단 예술 산업으로 변. VR, AR, MR

화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체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VR VR

체험존이나 가상현실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놀이방이 가상콘텐, ICT VR

츠 산업의 모든 것처럼 회자되어왔지만 향후의 가상콘텐츠 산업은 및 로 진화AR MR

되며 그 활용도는 사물인터넷 분야로 융합의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앞으, .

로는 이용자가 실물과 가상객체들의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본격적인MR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및 시장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 AR MR , , ,

마 교육 의료 군사 산업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이어지며 다양한 기업용 콘텐츠로 탄, , , ,

생하게 될 것이다.

가상현실 및(VR)

증강현실 의(AR)

명상교육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에 실행되었던 기구를 통한 명상체험 유도사례를 고찰하고,

공감각 소유자들이 지니는 특수한 능력을 에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AR

며 실제 스포츠 훈련이나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이나 가상현실, (IoT)

기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명상교육에 가성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몇. ,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호흡 및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증강현실을 통해서 부정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존재가 찰나 생멸하는 상속 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santati)

방법 관찰 수행의 일상화를 위해서 속도제어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아바타와 인공지, ,

능을 명상교육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기술적인 방안을 고찰한다, .

차 산업혁명4 ,

비즈니스 트렌드 :

가상현실 증강현실, ,

융합현실편

이 책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영화 같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VR, AR, MR

그리고 우리 삶속에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물인터넷 및 에 대해 소개한IoT( ) AI

다 실생활에서 접해 볼 수 있는 등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VR, AR, MR , VR

및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본다 또한 책에는AR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결합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 예상, ,

되는 콘텐츠와 트렌드가 담겨져 있다 개의 분야별 사례와 여 장에 이르는 이. 155 450

미지를 통해 독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차4

산업혁명과

드론

차 산업혁명의4

요소기술이 융합된

드론의 보안규제 및

영상추적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보안규제 현황과 방향을 연구하고 가상비행의 세분화된 사,

례를 들어 드론 비행으로 인한 실정법위반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는 향후 보안,

규제 관련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현재 완구용 드론까지 일관되게 규제하는 드.

론 비행 자격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드론 비행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도출한다 그리고 현존 드론 기술의 개발 한계점을 분석.

하여 형 드론의 미래 방향도 연구하고 드론 비행으로 인한 테러 등 안티 드론의AI ,

필요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방향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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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핵심 키워드 도출

표 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키워드 도출[ 7] 4

항목 핵심 키워드 도출

차 산업혁명과4 ICT
기반 요소기술을 토대로 국가혁신전략 및 산업별 대응전략ICT∙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공통점 사람 중심4 : ‘ ’∙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4 (AI)
알파고 쇼크이후 인공지능 담론 형성 및 시장의 변화 예측∙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4
개방형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활용∙
사람중심의 경영철학과 클라우드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혁신∙

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4 (IoT)
대학도서관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방안∙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

차 산업혁명과 프린팅4 3D
프린팅 산업과 디자인의 연관성3D∙

과학 역사 건축 해부학 등 프린팅을 통한 높은 교육의 효과, , , 3D∙

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4
데이터 관리방안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빅데이터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차 산업혁명과 가상현실 증강현실4 (VR)/ (AR)
게임 영화 테마파크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한 명상교육 활용가능성∙

차 산업혁명과 드론4
지능형 첨단센서에 기반을 둔 드론의 무한한 활용가능성∙
무인이동체의 안전성 및 신뢰의 문제∙

Science

Technology -

차 산업혁명4

시대는 곧 첨단'

센서 시대'

본 글은 사물인터넷 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 홈(IoT) (AI), , , ,

등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능형 첨단센서를 강4

조한다 또한 저자는 이 똑똑한 센서들 없이는 인공지능도 사물인터넷도 불가능했을. ' '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첨단 센서기술이 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4

주장한다.

제 차4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

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 ·

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 ”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

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 ” , ( )

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

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 ” . ,

상 영상 촬영 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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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기술동향4

2.2.1 국내 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동향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4 , , AI, IoT, ICT

융합산업에 기반한 차 산업혁명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종합대책 수립중4

정 책 항 목 주 요 내 용

제 차 공공데이터2 (17-19)「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2016.12)

고품질데이터 융합형지능형 등 등 민간수요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 (IoT )∙ ․
개방 추진

데이터개방 자기결정 기반마련 개인데이터 제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
공공민간의 활용 확대․
산업생태계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
유통거래활성화 기반 조성․
민관협업 우수 민간 데이터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 )∙ ․

범국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One Gov)∙ ․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16.12)

기업국민 주도 정부학계 지원 파트너십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조성( )- ( )∙ ‧ ‧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구현∙ ‧ ‧
전략적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경쟁력 조속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

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2017「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7.03)

질 높은 데이터 개방 및 산업생태계 성장 지원∙
국민 참여 확대와 데이터 개방 활용 생활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 및 민관 거버넌스 조성∙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4「

중장기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 , 2017.03)

민간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로 산업구조 전환∙
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인4 ·∙

재 양성

산업 전반의 일자리 재편과 고용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차 산업혁명 종합대책4「

전략적 세부과제 안( )」

기획재정부( , 2017.04)

전략 핵심기술 및 창의인재 확보( 1)∙
전략 혁신창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2)∙
전략 글로벌 혁신거점화 및 제조업 혁신( 3)∙
전략 일자리사회시스템 보완( 4)∙ ․

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19「

분석」

(NIA, 2017.05)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대통령 직속4 (Re-Design) :∙
차 산업혁명위원회 를 중심으로 국가의 역량을 모으고 인공지능 빅데이터‘4 ’ , ,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규제혁신 등을 통해 핵심 기반 인프라를, 5G ,․
마련하여 대통령 정책 공약의 차질 없는 수행과 이행가능성을 높일 필요

융합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르네상스 도모ICT ICT (Renaiss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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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정책방향 대 국정과제 발표4 : 100 (2017.07)

 대 복합혁신과제 중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4 ‘4 ’․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

핵심 대 과제7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차‘4①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년 월(’17 8 )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민관협업체계 구축∙

과학기술혁신으로② ․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 ,∙ ․
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기초과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적 과제 등 혁신체계 지원R&D∙
민간의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 ,∙ ․
축 개발자 스타트업에게 개방, ・
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앞서 평창올림픽과 주요지역 광화문 등 에 시범망을 구19 5G ( ) 5G∙

축하고 년 와 연계된 대 유망 제품서비스 육성(18 ) 5G 10 ․
전용망의 조기 구축 년 을 유도하고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 등을 통해IoT (17 ) , IoT∙
서비스제품 상용화 촉진IoT ․

역동적 차4③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및( ) R&D ,→ → →∙ ․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 추진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도시5GIoT ( , ㆍ∙ ․
등 조성으로 혁신제품 서비스 출시 가속화) ㆍ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스마트카 드론 프린팅 바이오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 , 3D , , AR/VR∙
술 산업 육성 지원

신산업 성장을④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 지원 및 규제 개선ICT∙ ․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4 ( )∙

차 산업혁명에4⑤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지능정보 중심 신규인력 교육 및 전직재취업 지원 연 만 명 강화( 9.8 )∙ ․
실직전직 증가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
보호체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개선( , )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 추진 확대∙ ․

차 산업혁명으로4⑥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교육내용방식 혁신4∙ ․ ․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적성에 맞게, , K-MOOC∙ ․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강화

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4∙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간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인력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 ,

공무원 민간 참여⑦

확대,

인사제도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차 산업혁명 변화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한 민간 공공참여 확대4∙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형선제형개방형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하는 스마트 정부행‘∙ ․ ․
정 시스템 구축’

국방교통재난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 를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ICT∙ ․ ․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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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전망에 따른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정책방향4

항 목 주 요 내 용

미래창조과학부

의(2016.12)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과(KISA)

경제경연구소의KT

년 대 이슈2017 10

전망(2017.05)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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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경제연구원(2017.01)

전 세계는 사람 데이터 사물 등/ /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이끄는 기술들IT

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히 진

화하고 있으며 타 산업 분야와,

의 융합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

한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금. , ,

융 교통 공공 제조 유통 가, , , , 7

지 영역에서 초연결사회가 가져

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2017)

포스코경영연구원

의(POSRI, 2017.05)

한국형 차 산업혁명4

프레임워크와 대3

추진역량

국내 주력산업의 강점을 연

결하고 소프트 파워 등 새,

로운 성공동인을 강화하며,

당면한 산업적 과제를 해결

하는 한국형 차 산업혁명4

Framework, ‘ICC’

(Industrial Connection &

제안Collaboration)

는 선진 제조 강국의- ICC

차 산업혁명 추진정책과4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 연결과 협력‘ ’

이 핵심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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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4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해보면 차 산업혁명 대응이 다소 늦은 편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 : ,

주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년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3-4

 하지만 년부터 우리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2016 과감한 규제완화와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성과창출 등에 대해 집중지원, 하고 있음

자료 차 산업혁명 영향과 정책동향 대한상공회의소: 4 , , 2017.03.※ 「 」

그림 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9] 4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의 한국형(2017.03)

차 산업혁명4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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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 국내 적용 현황4

 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은 사회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4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년 내로 주류 기술로 부상4 10

그림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10]

 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주요 신기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해외 시장규모와 비교4 ( )

항 목 기술적 동향 및 시장규모의 변화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요소 빅데이터의 원천부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의 단계에서 알고리즘 및: , , ,∙ ･
분석 모델의 개발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존재

세계 시장은 년까지 지속 성장하여 억 달러 수준에 이르며 국내 시장은 도입 초기 수준2026 847 ,∙
으로 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단계로 년까지 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2018 3

세계 빅데이터 시장 전망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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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요소 크게 학습 추론 상황이해 언어이해 시각이해 인식 인지 기술로 구분: , , , ,∙ ･ ･

인공지능 기술발전 가속화와 산업계의 활용 증가에 힘입어 세계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년2015∙
억 달러에서 년까지 연평균 성장 예상1,270 2020 14%

주요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요소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는 가상화 기:∙
술 대규모 데이터의 분산처리 기술 서버에 주요 정보가 저장됨에 따른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 ,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존재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년까지 연평균 성장하여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2021 15.9% 4,360∙
며 국내 시장은 연평균 성장하여 년까지 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17.6% 2021 73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전망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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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 적용 현황 및 시사점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재구성: 4 , , 2017.05. .※ 「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기술요소 주요 기술은 센서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데이: IoT , ,① ② ③∙
터 공유플랫폼 기술 단말기 기술로 구성, (Device)④

는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스마트팩토리 관련 분야 성장 기대IoT 4∙
스마트팩토리 확대로 전 세계 시장은 년 조원에서 년까지 연평균 성장IoT 2015 1,311 2020 20.3%∙
하여 조원으로 확대 예상3,304

국내 시장은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전 세IoT 2015 40 2020 99 ,∙
계 규모 대비 수준3%

전 세계 는 스마트팩토리의 확산으로 인한 제조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IoT∙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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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동향4

해외 주요국의 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은 해당 국가의 기술적 편차나 인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4

있으나 자국의 기술 및 산업의 강점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목적을 둔다는 점은 공통적임,

 미국( ) 민간 주도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초연결 제조생태계 구축

 독일( ) 중견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확산 등 실용성이 강조된 정책 추진/

 일본( ) 차 산업혁명을 경기침체 등 경제현안 해결과 제조혁신 기회로 활용4

 중국( ) 질적 성장 중심의 제조강국으로 변모 위해 품질개선 등에 집중R&D,

해외 주요국의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4

표 해외 주요국의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비교분석[ 8] 4

구 분 미 국 독 일 일 본 중 국

주요 정책 AMP 2.0(13.09) 인더스트리 4.0(12.03)
차 산업혁명4

선도전략(16.04)
중국제조 2025(15.05)

정책 유형 거점형 패권형/ 프로젝트형 패권형/ 민생해결형 주력 산업형/ 복합추구형 패권형/

특 징
기술 및 자금

보유한 민간 주도

중견 중소기업/

혁신참여 유도

산업구조

개편 기회로 삼음

제조업의

질적 성장 계기 기대

핵심기술
공통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설비 솔루션/ 산업용 로봇 범용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민간기업이 혁신 강ICT

점을 제조업에 이식 정,

부는 제도적 지원 세계,

최초 자율주행 시험도시

구축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 등 제도마련

강점이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 수용ICT

제조업 융합: + ICT ,

스마트팩토리 구축

로봇 인공지능 등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차 산4

업혁명 대응 차 산업, 4

혁명 선도전략 로봇( , AI

로 사회구조 문제 해결)

정부의 강력한 지원 거,

대 내수시장 기반의 빠

른 추월전략 인터넷 플,

러스 제조업 중( +ICT),

국제조 제조대국2025(

제조강국)⇒

대응 특징

선진제조연구시설(IMI)∙
설치 등을 통한 첨단제

조 육성지원

또한 Smart America∙
Challenge(2013),

New Innovation

프로그America(2015)

램을 통해 사업기회 적

극 발굴

인더스트리 을 통해4.0∙
제조혁신의 전반적 프

레임 제시

서비스를 포함한 성공∙
적 혁신 도모를 위해

Smart Service World

추진2025(2015)

로봇 기계 제어계측, ,∙
등 강점분야에 초점

빅데이터 등 분야의IT∙
전반적 제고를 위해 신

산업구조비전 과(2015)

차 산업혁명 선도전략4

을 발표(2016)

중국제조 세계2025 :∙
최고 수준의 제조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신산업 중심의 제

조혁신전략 마련

추진주체
대기업 위주 기술 위, IT

주 산학연 연계 미흡,

대 중 소기업 협회 및/ / ,

산학연 연계와 강력한

정부 지원

로봇 부품 관련 대기,

업 중소 전문기업 산, ,

학연 연계 초기단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

부주도의 신산업 혁신전

략 추진



- 39 -

01 미국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분야 등에서 최첨단의, (AI),

기술력을 보유하여 차 산업혁명을 주도4

 사물인터넷 는 년부터 억 달러를 투자하여 산업인터넷 을 개발하고( ) GE 2011 10 (Industrial Internet)

산업인터넷 플랫폼 는 년에 억 달러의 매출 실현Predix( ) 2014 40

 인공지능 은 년부터 인공지능 기업 인수 및 개발에 억 달러 연평균 억 달러 를( ) Google 2001 280 ( 20 )

투자하여 독자적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분야를 주도 검색알고리즘 바둑 인공지능AI (AI (RankBrain),

프로그램 등(AlphaGo) )

 무인자동차 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완전자율화 단계 만 의 자율 주행 시험 에( ) Google (68 Km )

이르렀으며 등도 부분 자율주행에 성공Tesla, Ford, GM

 프린팅 는 차원 프린터 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는 전 세계(3D ) 3D Systems 3 Stratasys 3D

프린터시장의 절반을 점유

항 목 주요 내용

민간 공동

대응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산업 인터넷 등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산업인터넷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주도권-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확보를 목적으로 등이 주도 삼성 등 세계 개사 참여GE ( 220 )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상호 접속성 표준을 책정할 목-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적으로 등 미국기업이 주도 전 세계 개 회사가 참여Cisco, Intel ( 150 )

정부지원

미국 는 선진 제조기술 필요성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Science and Technology)∙
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년 월에 발표2011 6

오바마 정부는 년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기본 전략- 2011

을 지속적으로 추진

월에 기존 정책에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완한 정- 2013.9 AMP , , AMP 2.0

책 발표

기술 개발

지원

정부와 민간이 연계하여 제조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제조업 연구기반을,∙
설립하기 위해 을 구축NNMI(the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기업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및 로봇공학 등의 기술을 투자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 강화R&D∙
예시 은 국방부 등이 참가- ( )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GE

하여 선진제조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참가 중소기업 대상 교육 등을 수행R&D ,

는 를 비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CPS∙
롯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ICT

가 선정한 대 분야 중 특히 와 물리적 세계 는 물리적 정보기술과 인간NITRD 8 IT (Physical World)「 」∙
상호작용 연구 물리적 정보기술 센싱 물리적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를 강조, , , SW/HW

와 의 접목에 대한 중요성은 에서 강조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실이 추진하는CPS IoT NITRD , IoT∙
연구 프로젝트인 에서도 언급SmartAmerica Challe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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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독일

독일 정부는 년부터 하이테크 전략 추진2006 「 」

 하이테크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년 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2014 Industry 4.0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新

전략명칭 연 도 주요 내용

하이테크 2006 독일 최초의 포괄적 혁신전략으로서 선정 세부 기술분야의 시장화 가능성에 초점:∙

하이테크 2020
2010 년까지 중장기 전략으로 확대하고 미래를 위한 솔루션 제시2020∙
2012 구체적 실천계획 액션플랜 발표 주요 미래 프로젝트를 로 통합( ) : Industry 4.0「 」∙

하이테크新 2014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Industry 4.0∙

항 목 주요 내용

추진주체의

변화 민관(

공동 대응)

당초 글로벌 기업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년 민 관 학이 참여하는2015 · · “Platform Industry∙
구성하고 민 관 공동 대응으로 확대4.0” ·

산업과 학계간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 특유의 연구기구가 이후- Fraunhofer Industry 4.0

더욱 부각

정부지원

독일 하이테크 전략 의 대 중점분야와 대 미래프로젝트2020 5 10∙
대 수요분야5 대 미래 프로젝트10

기후 에너지/
이산화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 에너지 공급구조 개선∙ ∙
재생 가능 에너지∙

보건 식량/
개별화 의료 및 양질의 치료 최적 영양 섭취와 건강 증진∙ ∙
자립적인 고령자 생활∙

정보통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인더스트리 4.0∙ ∙
이동성 지속 가능한 수송 전기 자동차의 도입∙
안전 통신 네트워크 개인 정보의 안전∙

기술 개발

지원 제조업(

고도화 지향)

스마트제조시스템의 수직 통합 네트워크화 자율화된 생산시스템에 의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 ·∙
인 생산 및 유지관리 체계실현 스마트 팩토리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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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

월 일본재흥전략 에서 처음으로 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2015.6 2015 4 ·「 」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시책을 발표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민 관 공동의 신산업구조부회 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 IoT, ,「 」

인공지능 등의 기본방향과 신산업 구조 비전을 설정

월에는 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2016.4 4

차원으로 확대한 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을 발표4「 」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개혁에 따른 교육 및 고용시장 개혁 금융기능 강화 취약층 지원, , ,

공감대 형성 등을 병행

항 목 주요 내용

민관 공동

대응

월 일본재흥전략 에서는 제 차 산업혁명 민관회의 를 구성하여 주요 사안을 결2016.6 2016 4「 」 「 」∙
정하도록 하는 등 민 관 공동대응의 차원을 격상·

일본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일본경제재생본부 내각 에 설치하여 차 산업혁명 대응의 총괄을 담- ( ) 4

당 민간에서는 경련단 회장 기업 최고경영자 연구소장 등이 참석. , ,

정부지원

년까지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병행하여 국민적 공감2030 , ,∙
대 및 추진동력 확보 노력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4「 」∙
정 책 내 용

기술

분야

데이터 활용촉진

환경조성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조성∙
보안기술과 관련 인재 육성의 생태계 구축∙

혁신 및 기술개발

가속화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혁신 거점 정비 국가 프로젝트 구축 사회구현 가속화, ,∙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 개선

새로운 니즈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인재 확보∙
다양한 노동참가 촉진 및 노동시장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금융기능의 강화
리스크머니 공급을 위한 자급조달기능 강화∙
무형자산 투자의 활성화 및 핀테크 금융 결제 고도화∙

산업 및 취업 구조 전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유연한 사업 재생 및 재편이 가능한 제도 및 환경 정비∙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 중소기업 및 지역에서의 사물인터넷 등 도입 및 활용 기반 구축∙
경제사회시스템 고도화

규제개혁 재정비∙
차 산업혁명의 사회 공감대 확산4∙

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년 월에 발표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빅데2015 6 2015 , IoT,「 」∙
이터 로봇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조 시스템을 구축추진할 것을 언급, AI ․
새로운 제조 시스템은 제품기획 설계 생산 유지보수 모든 과정을 로 연결함과 동시에 자원, , , ICT∙
의 조달 재고관리 이용자 정보 관리 등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축관리, , ․

이러한 제조 시스템은 제조기업의 생산효율 향상 사업의 확대 신규 사업 창출 등에 기여하고- , ,

나아가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고용 확대 경제사회 활성화 등을 기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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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국

중국은 양적 성장의 제조대국 에서 질적 성장의 제조강국 도약을 추진「 」 「 」

 중국은 독일의 을 벤치마킹한 중국제조 전략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추진Industry 4.0 “ 2025” “ ”「 」

 리커창 총리는 독일의 과 중국제조 는 같은 개념 이라고 언급 월‘ Industry 4.0 2025 ’ (2015.10 )

항 목 주요 내용

중국제조

2025

중국정부의 지원 인프라 혁신 촉진 규제 완화 국제 협력 인재 육성 진입 장벽 완화 등 다방( ) , , , , ,∙
면에서 정책지원 확대

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 중점 프로젝트2025 5∙
계획과 대 육성산업을 명시10

과제 내용 추진방향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대 중점 육성10

산업의 기초연구와

산업화 공정을 위한

산학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중점 업종 전환승급 및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제조 재료제조, , ,∙
신재료 생물의약 등 업종의 혁신발전 공동 수요를 비롯하여 일,

련의 제조혁신센터를 구축

업종별 기초 및 공동의 관건적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과산업화, ,∙
인재 훈련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화와 정보화의

상호 결합을 추진

중점 제조영역의 핵심변화를 중심으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장∙
비 융합의 집중혁신 및 공정응용 추진

공업기반

강화 공정

기초 부품 기초,

기술,

기초 소재 강화

시범응용 사업을 전개 장려하고 리스크 보상 방안을 구축하며 핵∙
심부품 선진 기초기술 핵심 기초소재의 최초개발 및 영역을 넘, ,

어서 다양한 응용 지원 실시

녹색

제조공정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

전통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 친환경생산 절수 및 오염방지, , ,∙
순환이용 등의 친환경 전문기술 전재

고급 장비

혁신공정

인터넷 디지털선반, ,

대형 항공기 등의

발전에 집중

대형항공기 항공용 발전기 및 가스터빈 민간항공 스마트 친환, , ,∙
경 열차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공정장비 및 고급, ,

기술선반 지능형집적회로 장비 고급디지털선반 핵발전장비 고, , , ,

급 의료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산업화 중대형공정계획을,

추진

일련의 표지성 대동성이 강한 중점제품 및 중대형 기술을 개발하,∙
고 독자적 설계수준과 시스템 집적회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기술을 선점하여 높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

인터넷

플러스

년까지 인터넷 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융합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2018 , ICT · , 4∙
대 목표와 대 액션 플랜을 제시7

구 분 발전 목표

경제 발전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사회 발전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
공공서비스의 온 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기초 인프라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촉진∙

환경 조성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 및 법규체계 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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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 및 시사점 도출4

2.3.1 국내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4

스마트신인류가 이끄는 차 산업혁명의 시대 를 통해 최재붕 교수는 향후 우리사회가4 ,「 」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초고속으로 시장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

또한 최재붕 교수는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의 제조 시스템을, 4

넘어 초연결사회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그림 초연결사회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프로세스[ 11]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 / 4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 및 응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음․

그림 각 분야별 국내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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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4

항 목 주 요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

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기대응 시스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혜안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농정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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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클라우드에 기반한(

영업정보 시스템 및

항공 전자 매뉴얼)

서울아산병원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SKT NUGU vs. KT

GiGAGenie

의SKT

스마트팜(Smart

서비스Farm)



- 46 -

의 지능형LG U+

차량관제 서비스

의 스마트홈KT (Smart

서비스Home)

삼성의

스마트허브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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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텔레콤의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국내 사물인터넷 중소기업인 누리텔레콤은 독자브랜드 아이미르를 통해 개국 만호에AMI 13 52∙
수출 누적액 천만 불 돌파3

누리텔레콤은 여 년간 쌓아온 무선 통신 분야 기술력과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 20

감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녹색성장 산업의 주축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Green IT

로 추진

년에 유 무선을 이용한 단방향 원격검침 양방향 원격검침 시스템을 개발하- 1998 / AMR( )/AMI( )

고 년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 2000 CDMA AMR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기반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스웨덴 예테보리시에- ZigBee Mesh

만 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였으며 원격검침 서비스를 제공 또한26 5 , . ,

년까지 가나의 가정 등 만 저압 수용가에2015 10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를 공급함

인공지능 에 기반한(AI)

산업별

머신러닝(Machine

사례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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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4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차 산업혁명 대응전략4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을 토대로 글로벌 선도4 , , , ,

기업들은 디지털화 수직통합 신사업 확장 등으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음, , 4

그림 주요 글로벌 선도기업의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13] 4

국외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4

항 목 주 요 내 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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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Cisco Smart +

Connected

Communities

글로벌 플랫폼

전략 구글 아마존 샤오( / /

미 테슬라/ )

의DARPA

프로젝트SyNAPSE

차세대 두뇌형 칩을 개발하는 본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수준을 재현할 수 있는 칩의 개발을 통∙
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자동차 공중 안전 등의 제어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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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센터

의EVRYTHNG Web

서비스of Thing

은 기존 제품을 웹으로 연결해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EVRYTHNG WoT(Web of∙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스마트 폰과 각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한Things) , Intelligent

를 이용해 제품생산자와 소비자 파트너를 직접 웹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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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유니티(ウエスト

가 개발한)ユニティス

산업용 웨어러블 단말

인포링커(インフォ

; InfoLinker)リンカ

인포링커는 안경형 웨어러블 단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에 투영되는 영상의 크기 및 투명도 조∙
정과 헤드 부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

따라서 일반적인 안경형 웨어러블 단말과 달리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 및 정비 데이터 확인 등∙
에 원활히 적용 가능

또한 인포링커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최적화된 소∙
프트웨어를 별도 제공하며 지자기 및 가속도 센서 카메라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어 이용자, ,

의 편의성을 극대화

아마존 재팬의

활용 사례

년 월 아마존 재팬은 자사의 신규 물류창고 가와사키2016 12 , Amazon FC(Fulfilment Center)∙
의 내부를 공개함 이는 아마존 재팬이 일본 국내에 만든 번째 물류 창고이며 해외에서 이. 13 ,

미 도입된 최신 상품 관리 시스템 아마존 로보틱스 이하 를 일본에서Amazon Robotics( , AR)

처음 도입한 사례임

가와사키 의 시스템은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네모난 선반을 드라이브라는 자동운전 로봇FC AR∙
으로 이동시킴 드라이브는 지역 바닥에 내장된 바코드를 읽어 위치를 파악하면서 창고 내. AR

부를 이동함

년 월 일본 물류회사인 아카 인터내셔널은 은 물류업계의 인력부족2017 7 , (Acca international)∙
문제의 해결책으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사용중인 물류 로봇 를 일본에 도입함, AI 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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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내외 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및 추진사례에 따른 시사점4

차 산업혁명 기반 한국형 미래전략 프레임워크 논의를 통해 한국형 국가 산업발전4 (Framework)

모델 수립 필요

항목 시사점

정책

동향

정부의 역할 강조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해외 주요국의 차 산업혁명 대응방식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대응책 개발 국내 산업구조- 4 :

는 독일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기술 습득 에 더 가깝지만 미국형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파괴적 영( ) (

향력을 발휘하며 산업 자체에 변화 장점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독일의 인더스트리 처럼 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 4.0 , 4 ․
방위적 차원에서 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의 구체화 정교화 필요 일본처럼 종합대책을 세우기보다는4 :‧
독일처럼 강점분야부터 집중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후 다양한 분야로 대상범위 확대하는 전략 필요

특화분야의 선정 및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주력산업별 개별 성장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로봇 분야에 주력하는 일본처럼 국내 특정 유망분야를 선정- ,

하여 집중 투자 및 역량 집중 의료산업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용이: (ex) ( )⇒

비교우위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뒤따라가기 어려운 분야는 글로벌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장도모-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및 혁신적 지원체계 마련∙
수직적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술 간의 경계를 허무는 수평적 연계협력으로의 산업 생태계로- ,

유도 및 진화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차 산업혁명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법- 4

적제도적 규제완화 및 정책금융지원제도 구축․

추진

사례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직시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만들어내는 라이프 스타일∙
최재붕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스마트 신인류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발적- “ 클릭(Click) 임을 강조하며”

그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길 바라며 즉각 카피해서 전파하“ , ,

길 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늘, . 재미(Fun)를 추구하고 함께 공감하며 나누기

를 좋아하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한다 고 언급 도서관 역할 및 기능 정립시 검토 필요 사물인터넷에” (⇒

기반한 이슈메이킹 및 디테일한 서비스 등)

국내외 추진사례를 보면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활용 서비스가 다수이며 프로, 4 ,∙
슈머 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기초함(Prosumer)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혹은 선제대응형이라고 볼 수- /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실생활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의제발굴형 서비스임,

공공 서비스 도서관 등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 스마( ) , , ,∙
트그리드 서비스 웨스트유니티의 인포링커 아마존 로보틱스 등은 반드시 검토하고 고려 필요, ,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안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도서관의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도움- :

웨스트유니티의 인포링커 이용자 중 고령자 등에게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아마존 로보틱스 무겁고 이동하기 힘든 서적관리 등 물류창고 관리에 효율적임- :



Ⅰ
제 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도서관계III. 4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미래전략 및 서비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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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서관 관점에서 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활용가능성4

3.1.1 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정보기반 서비스인 도서관의 이해4

우선적으로 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여 논의된 최근 도서관 정책연구를 검토한 후에, 4 ,

도서관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적용 가능성을 논의4

항 목 주요 내용 시사점

국립세종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1

5.12)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에 따르면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2015) ,「 」∙
보에 무게중심을 두는 특화도서관을 지향하여 태생적 및 현실적 존재가치를 제고시켜

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립세종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과 핵심가치는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 ‘

종도서관 으로 결정하고 비전에 내면화시킬 대 핵심가치를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 3 ‘

산실과 보고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적 허브와 포털 세종시 도서관 지식문화 생태, , ･
계 랜드마크 로 제안’

국립세종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는- 3

가지 한국 정책정보 수집 아카이브센터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세6 ( , ,･
계 최대 정책정보 전문도서관 정책정보의 국제적 접근 이용 게이트웨이 세종시민, ,･
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평생학습 거점 세종시 도서관지식문화 생태계를 대표하는,․ ․
관광명소 로 제안)

국립세종도서관의 대 주요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으로서의 업무 정책정- 4 ‘ ,

보서비스의 국제적 허브포털로서의 업무 대한민국 정책정보 산실보고로서의 업무, ,․ ․
세종시 도서관 지식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업무 로 설정’･

정책보고 특화 도

서관 전략을 내세

운 본 보고서는

미래지향적인 도

서관의 역할과 추

진전략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향

후 나아가야할 가

치와 방향을 제시

함 다만 당시 시.

대적 흐름인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

션 등의 핵심 기

술과 연동되는 추

진전략이나 과제

도출은 다소 미흡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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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시사점

 우선적으로 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을 재고찰할 필요가, 4

있고,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요구됨 또한. 핵심

기술에 근거한 제안사업도 구체적이며 실행 및 적용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가 필요함,

울산도서

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201

7.05)

연구배경 내부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는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 ) : , ,∙
응하기 위한 지역 도서관의 예산과 인력은 한계가 있음

연구배경 외부 도서관 간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서비스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 ) :∙
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지역대표도서관 필요성 증대, ·

연구목적 울산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성공적 구축을 위해 도서관 기:∙
본 정책 통합 공간디자인 구성 운영계획 등과 통합 연계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

도서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정보화 측면 요구사항 수집 종합 정보화 청사진 설계- · ,

및 이행계획 수립 본 보고서는 지역

에 기반한 도서관

의 역할과 책무성

을 강조하고 차, 4

산업혁명 환경 속

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주목

하며 스마트 도,

서관의 운영 플랫

폼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다만 차 산업혁, 4

명의 주요 기술과

연동된 핵심과제

를 도출하고 있지

만 실제 직접적,

인 실행가능성 및

지속적인 추진논

의과정은 다소 미

흡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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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이해4

 심원섭 교수는 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에서 도서관도4 ( , 2017.04) ,「 」

차 산업혁명에서 이용자와 지역사회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4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언급 : 도서관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재정비 할 수(realign)

있는 전략 및 실행 방안 도출이 필요하고 도서관의 새로운 사명은 기억유산을 창조하고 후대에,

전수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주장

 국립세종도서관은 제 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다 자료목록집을 발간 배포 기술혁명에4 · (2017.03) :「 」

의해 경제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제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세간에 많은· 4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화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활용해 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분석 년4 (2017.09) : 2016

월부터 년 월까지 총 년 개월 동안 주요 검색포털 구글 네이버 의 검색량 주요 서점1 2017 6 1 6 ( , ) ,

베스트셀러 그리고 개 공공도서관 대출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회적 이슈에531 ,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동향파악 차원에서 추진

그림 데이터로 보는 차 산업혁명[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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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은 제 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와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차3 ‘ , 4「 」

산업혁명과 데이터 융합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회원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2017.09) :

도모하고 도서관 관련 최신 이슈 및 동향 파악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차 산업혁명과 대학도서관 이라는 주제로 전국대학도서관 대회‘4 ’

개최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이 주요현안을 검토하고 대학 간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2017.06) : ,

협의하는 등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론하며 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도서관의 역할 논의, 4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정책기획포럼 출범식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개최‘ ’ (2017.03) :

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확대하기 위해4

인간성 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 문화 복지의 확장 논의(Humanity) ･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향후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주요 논문은 다음과4 ,

같음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는 앞장에서 언급( (IoT) )「 」

논문명 저자 주요 내용 발표

도서관의

시맨틱 기반

사물인터넷

적용에(IoT)

관한 연구

정민경,

권선영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사물인터넷 개념을 적용하여(Internet of Things)∙
사람 사물 데이터 등의 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생태학적인 네, ,

트워크 공간으로서의 해석을 시도

먼저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과 인터넷 공간에 존재∙
하는 데이터를 사물인터넷 요소로 정의

다음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상이한 메타데이터와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정보∙
를 교환하고 유용한 정보로서 서로 통합하기 위한 시맨틱 웹 기술 적용을

제안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물인터넷의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도서관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등 특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물인터넷 모델을 제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지 제 권45

제 호2 (2014.

06)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독서지원서비스

의 설계

정경숙,

권호열,

박성갑

사물인터넷과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사물인터∙
넷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서관 등 교육현,

장에서도 사물인터넷의 적용 필요

본 논문에서는 폐쇄적 교육 공간인 도서관에 동적 데이터 수집의 개념인 사∙
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독

서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국 서비스IT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

춘계학술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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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논의한 국내외 차 산업혁명 정책현황과 추진사례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 그리고 도서관4

관점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토대로 차 산업혁명 환경 변화 속에 놓인 도서관이4 , 4

타산지석으로 삼고 추구해야 할 전략적 방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4 초연결초융합초지능· ·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핵심, ,

주요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등임, , , , , VR/AR

 초연결은 사람 사물 등 객체 간의 상호 연결성이 확장됨을 말하며 이는 곧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됨을 의미 초융합은 초연결 환경의 조성으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

기술 산업 간 결합이 촉진되어 새로운 융합 산업 출현이 촉진됨을 의미 초연결 초융합에· . ·異種
의한 객체 간 데이터 공유 확대로 상대에 대해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적 효용은

주로 서비스적 활동의 확장에 의한 것임 초지능이란 이러한 서비스적 활동의 질적인 향상 즉. ,

최적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의미

그림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의한 도서관의 진화 양상[ 15] 4

 이를 토대로 차 산업혁명의 성격이 부여되고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지식기반 서비스를 통해, 4 ,

효율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도서관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지식기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 관점에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따라서 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도화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영향력 요인4

분석을 위해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이 바라는 선진화된 도서관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도서관의 미래 모형 설계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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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선진국 사례 및 국내외 연구동향:

3.2.1. 국내 도서관 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동향4

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는 도서관 기능 및 역할을4

확대시킬 수 있는 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관 정책지원 및 종합대책 수립 중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도서관뿐만4

아니라 국민 주변의 문화시설에 도입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정 책 항 목 주 요 내 용

제 차 도서관발전2「

종합계획 도서관(2014-2018) (」

정보정책위원회, 2014.01)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도서관 내 창조 상상 공간 조성 창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솔루션- ,・
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서비스 강화,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증대∙
지식정보의 허브인 도서관에서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함으로써- ·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 대두

디지털 및 모바일 이용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로-

의 전환 필요

미래형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U-∙
도서관서비스 개 시 도 보급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확대- U- 17 , ,・

클라우드 기반의 도서관서비스 구축

전자식별 기술을 적용하여 무인 예약대출과 상호대차 모바일 서비스 등- (RFID) ,

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도서관서비스 구축(Cloud)∙
기반 서비스 환경이 스마트폰 스마트탭 스마트 등으로 다양화 되면- PC IT , , TV

서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는 도서관서비스 제공 필요

도서관 자원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에 적합한 미래 도서관서비스 인- IT ,

프라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 도입

도서관 자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클라우드 기반 대국민 도서관서비스- IT ,

발굴 및 가이드라인 제공

클라우드 기반 대국민 도서관서비스 발굴 및 가이드라인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등 개 공공도서관 지원을, 21※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써 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IT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2015.02)

환경 변화와 함께 사서의 인식과 역할 도서관의 서비스 변화 필요성 인식IT ,∙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독서활동 진흥을 위해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전처리 저장 분석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목, , ,

표 수립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시범서비스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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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서업무지원- Amazon ,

서비스 이용자도서추천서비스 기반 통계분석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도서관 빅, , R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형 개발

제 차 공공데이터2 (17-19)「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

회, 2016.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관리 안내정보 제공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공간 정보( )∙
구축 추진으로 문화정보화와 실내공간정보의 접목을 통한 사업 개발 기반 마련新

활용성 높은 맞춤형 문화데이터 수집 및 개방 확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및 지자체 타부처 보유 문화데이터의 지속적인 연계- ・ ・
확대 개방

문화데이터 서비스 맞춤형 활용사례 공유 등 민간수요 강화 및 활- , Open API,

용사례 증가를 위한 문화데이터포털 구축‘ ’

주요 개방 년 도서관 년 도서관 주요통계 년 도서관- DB : 2017 3.0, 2018 , 2019

원천 통계 개(3 )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오픈 체계 확대 구축( ) API∙
신규 개방자료 발굴 및 수요자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

부서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개방 확대 추진 부- ,

산 생활밀착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품질제고

공공데이터 공유로 부서간 협업 및 시민도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효,∙
율적 정책발굴과 시정 공유 공감을 위한 시민 개방형 창구 조성·

주요 개방 년 도서정보 신작도서 대출통계정보 등 년 도서정- DB : 2017 , 2018・ ・
보 신작도서 대출통계정보 등 년 도서정보 재정정보 대출자통계정보, 2019・ ・ ・ ・
등 개(84 )

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2017「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7.03)

국립중앙도서관 제 자 권리침해 저작권 등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고려한 현실적( ) 3 ( )∙
인 공공데이터 제공지침 마련필요

리포지터리 운영기관협의회 전문가워킹그룹을 활용하여 추진사업 홍보 및 새로- ,

운 전문분야를 발굴하고 민간 학계 연구소 등 전문지식 공유에 대한 적극적, , ,

협업체계 구축 년 예정(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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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및 공공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방향4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개방 계획 지능정보 데이터인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 :∙
영상 도서관 빅데이터 문화시설 실내공간 및 주요유물 데이터 등 총(VR), , VR 3

건 개방 기타 개방 데이터인 개방형 사전 국악교육정보 소장유물 정보 도서관, , , ,

리 정보 체육시설 정보 공연 전시 정보 등 총 건 개방, , / 55

차 산업혁명과4「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선100 (NIA, 2017.03)」

지능정보사회로를 지향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학교제도 변화 추진∙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에 융합형 미디어 디지털 학습자, ·∙
료 교육채널 등을 연계 및 활용하여 전통적인 학교 제도 개념을 보완하는 열린·

학습 공간 조성

정 책 항 목 주 요 내 용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2014-2018 ( ,」

2014.01)

도서관 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
통합형 장서관리시스템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디지털- : (KOLIS),

장서관리시스템 년 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국가장서의 수집 정(DRMS, 2009 ) · ·

리 제공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 ·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국가자료 종합목록 건 목차정- : DB(22,584,902 ),

보 주요자료 원문정보 등 국가자료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DB, DB DB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정보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협- · ·

력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정책 연구정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

실행전략 이용자 요구 세분화 전략에 입각한 연구자 유인방안 연구 이용자- : ,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개발 및 제공

지식정보 온라인서비스 확대∙
온라인 지식정보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색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

하여야 함

실행전략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강화 디지털 테마 콘텐츠의 확충 국내- : , ,

외 지식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 협력 확대·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

2015.09)

디지털 컬렉션 활용 극대화 국립중앙도서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아직:∙
데이터 환경 혹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다양,

한 디지털 자료들을 데이터화 한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을 구축하고(Datafication)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 전략임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디지털 텍스트 자료 변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 도출- , ,

이용자 커뮤니티 개발 인프라 구축 필요, IT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 내부 역량 강화 데이터 큐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 ・
영 데이터 보존 관련 역량 강화 필요,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각종 데이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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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유하고 또한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협력과 참

여가 필수적임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 사례 개발 데이터 큐레이션 문화 추진 필요- ,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 ,」

2016.08)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환경 구축∙
스마트폰 태블릿 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환경과 이용매체를 고려하여- , PC

디지털자료 정보서비스 제공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형 및 제작기술 전자책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디지- , , PC

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기술과 이용자 동향 분석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디지털자료 이용자서비스 강화를 위해 검색서비스 개선∙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신규검색서비스를 충남대표도서관 환경에 적용하여 최-

적화하여 도입함

정보검색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용어 자동완성 및 퀵 검색서비스 학술논문 인- , ,

용정보 서비스

제 차 청주시 도서관2「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 청주시( ,」

2016.11)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미래형 스마트 서비스 제공∙
청주시 미래 성장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청주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업체 등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전문 도서

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영국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 내 주요 산업 및 경제활동을 증진할- ,

목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특정화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화된 게이트웨이서비스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으-

며 이는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구축한 서비스 포털을 연계함으로써 손쉽게,

해결 가능함

무료로 이용 가능한 원문 자원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주제의 링- Open Access

크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해 감

울산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울산광역시( ,」

2017.05)

단계 년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 기반 구축1 (2017 )∙
최신 기술 접목 스마트 서비스 구축 스마트 큐레이션 스마트 테이블- : , , RFID,

위치기반 비콘 스마트 설비관리 등 유 무선이 연계된 반응형 웹 기반 홈페( ), , ・
이지 구축

단계 년 년 대표 도서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2 (2018 -2019 )∙
클라우드형 통합 자료관리체계 구축 지역도서관별 차별적 콘텐츠 관리 및 자료- ,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공동 보존체계를 공동 활용체계로 강화 네트워크 가상,

화 클라우드 관제체계 등 인프라 클라우드화, ICT

단계 년 년 지역공유형 통합운영체계 구축3 (2020 ~2021 )∙
지역자료 공동 활용체계의 지속적 강화 지역공유형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지- , ,

역도서관 통합형 재해복구센터 구축 추진

국립중앙도서관「 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구현을 보여줄 수4 , V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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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관 정책방향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4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지능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도서관 분야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선진4

사례 및 프로젝트는 거의 없음 따라서 도서관 분야에. 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국가4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현재 차 산업혁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선도전략이 부재하며 앞으로 차4 , 4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함

도서관서비스와 유기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2017.07)

있는 복합공간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이를 활용한 청장년층 창업공간 등 상상,

및 창작으로서의 도서관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필요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 ,∙
멀티미디어 콘텐츠 웹툰 등 웹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제작, , VR·AR

할 수 있는 디지털 큐레이팅 메이커 스페이스 및 인공지능 체험 공간) , VR, AR

제공

도서관에 구축 저장된 방대한 지식 학술정보 및 사물인터넷 과 소셜미디어, (IoT)∙ ・
등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된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활용한 도서관서비스(Big Data)

확장 필요

도서관 내부의 소장 정보자원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에서 온 오- , , ・
프라인 서점 데이터 인구통계 데이터 각종 공공서비스 데이터 등 도서관 외부, ,

데이터 포괄 수집

인공지능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형태로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예측할 수 있음

도서관 빅데이터도 도서관의 활용가능한 주요 정보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

극 수집 축적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필요, ,

클라우드 컬렉션 전략 추진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도서관 디지털 장서관리:∙
전략 혁신

디지털 정보 저장소인 클라우드 컬렉션 개념을 도입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자 그룹은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컬렉션에 접속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

하며 도서관의 협력형 디지털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혁신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선진화∙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챗봇 도입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 ( ) , ・
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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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외 도서관 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동향4

미국도서관협회 에서는 세기 공공도서관 전략적 비전 목표 전략적 추진방안 등(ALA) 21 , ,

발전방안을 제시함 울산광역시( , 2017. 05)

 물리적 가상도서관 개인 공동체도서관 수집 창조하는 도서관 관문 아카이브로서의 도서관, , ,→ → → →

해외 주요국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은 사회 전반적인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준에4 4

비해 다소 미약하며 반응이 느린 편임

 미국( )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및 접근방법 제안4

 중국( ) 선진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지능형 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에 집중

 싱가포르( )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기술 수용정책 추진4

 영국(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에 집중

해외 주요국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4

표 해외 주요국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비교분석[ 9] 4

구 분 미 국 중 국 싱 가 포 르 영 국

추진주체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중국 국가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China)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영국 국립도서관

(British Library)

핵심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사물인터넷(RFID)
빅데이터 로봇/ 빅데이터

대응 전략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방법 제공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선진 기술을 바탕으

로 도서관 지능형서비스

를 제공하여 차 산업혁4

명에 대응

국립도서관 중심의 최신

기술 수용을 위한 플랫

폼을 구축하여 차 산업4

혁명에 대응

정보기술의 혁신을 인지

하고 이를 활용할 사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빅,

데이터 중심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개발

대응 특징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
한 도서관의 디지털 자

원 보존 및 관리방안

지원

디지털 서비스 가TV ,∙
상현실 서비스 지능형,

스택 내비게이션 서비

스 셀프 순환시, RFID

스템 등 정보안내 및

제공 서비스에 초점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
의 강력한 지원

이용자 행태를 빅데이∙
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미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수립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가관리 자동

화

디지털 장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

이미지 머신 러닝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여 도서관 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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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미국 의회도서관 은 국민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Library of Congress)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기술 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최신의(Technology)

기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Library of Congress, 2015)

 방대한 자료의 보존 및 접근 제공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회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모든 이용자에게 선호하는 형태로 접근 가능토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이용 및 장기적 활용을 지원

 도서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학습문화 조성

 도서관 선진사례와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인프라 활용 도서관 인프라 및 거버넌스는: IT IT

자원의 적극적 관리 모니터링 유지를 통해 도서관 임무와 사업성과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

이용자가 도서관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제공

항 목 주요 내용

빅데이터

디지털 장서 를 보존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환경을 조(Collection)∙
성하는 핵심 전문가 그룹 을 미국 의회도서관에 새로이 조National Digital Initiatives Division(NDI)

직

디지털 자원 이용의 확장 디지털 혁신자로서의 도서관 촉진 문화적 기억을 위한 도서관 역량 증- , ,

가가 목표임

온라인으로 천 밴만 개의 디지털 자원 목록 을 제공2 5 Data Set∙
트위터 에 게시된 모든 글들을 영구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twitter.com)∙

미국 의회도서관은 트위터와의 계약을 통해 타임라인에 게시되는 모든 트윗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

유하게 되었으며 년 월 기준 억 건의 트윗을 포함한 총 테라바이트 규모의 아카, 2013 1 1,700 133

이브를 보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생성되는 트윗들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확- ,

립하여 전체 아카이브를 일별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클라우드

컴퓨팅

미국 의회도서관의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NDIIPP)∙
은 비영리 단체인 와 협업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인DuraSpace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DuraCloud

클라우드 기반에서 디지털 자원의 보존 및 접근 관리를 위해 에서 개발한DuraCloud : DuraSpace∙ ・
호스팅 서비스

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클라우드 내에서 디지털 자원 콘텐츠를 보존 및 공유 관리가 가능하며- ,・
콘텐츠 복제 백업 및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
디지털 자원 콘텐츠의 지속적인 보존 및 이용을 위해 대학 도서관 문화유산 관련 조직 연구소- , , ,

등에서 사용가능한 신뢰할만한 솔루션



- 67 -

02 중국

년 월 일 중국 발전개혁위는 차 개년 규획 문서를 공식 발표 경제 사회 과학기술2016 3 17 “13 5 ” , , , ,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해 년까지의 목표를 제시 홍성범2020 ( , 2016)

 정보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인터넷 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디지털중국 건설을 추진 정보기술과, ,

경제사회 발전의 융합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경제 발전을 확대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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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기반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탐구를 수행하고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가속화하고자 함 국립중앙도서관( , 2017)

 중국 국가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가상현실 서비스 지능형 스택 내비게이션 서비스TV , ,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정보화에 앞장선 미래 도서관을 지향 국립중앙도서관( , 2017)

항 목 주요 내용

디지털 TV

서비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는 네트워크와의 협Beijing Gehua CATV∙
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TV (Digital Television Service)

NLC Lectures, NLC Exhibitions, Reading though TV, NLC∙
등의 서비스를 만 명의 베이징Treasures of Collections 3 TV

시청자에게 제공

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중국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자원을- TV

선별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며 대화형 포털TV , (Interactive

을 통해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Portal)

가상현실

서비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의 물리적인 내부를 환경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Virtual Reality Services)

도서관 이용자는 가상으로 도서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한 전문 장비가 있는 특정,∙
구역에서 를 브라우징하거나 읽을 수 있음e-Books

지능형 스택

내비게이션

서비스

지능형 스택 내비게이션 서비스(Intelligent Stack Navigation)∙
는 목표로 하는 도서에 이용자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차3

원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공

이용자가 에서 찾고-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

자하는 도서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타남 이 중. “all

를 클릭하면 위치정보 하이퍼링크를 찾아주면single items”

서 지능형 내비게이션 지도가 작동함

셀프RFID

순환시스템

셀프 순환시스템 은 라벨 교환시스템 장서 점검시스템 셀프RFID (RFID Self Circulation System) , ,∙
순환시스템 자동 분류 보안 통제시스템을 포함하며 해당 시스템들을 통해 장서 및 서가 관리 및 순( ), ,

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시스템을 통해 시간 셀프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시간. 24

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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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에서는 도서관에 최신의 기술을(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NLB)

적용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플랫폼에는 도서관 이용자 및 관련 협력단체NLB labs .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짐

항 목 주요 내용

빅데이터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Big Data”∙
을 년부터 년까지 운영함2012 2014

국립도서관과 개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데이터- 25

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Predictive and

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Descriptive Analytics) ,

도서관 자원관리 및 이용자 대출행태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함

첫 번째 시사점 싱가포르 인구는 가까운 미래에- :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며 년에는 노인, 2030

인구가 지금의 배가 될 것임 따라서 싱가포르3 .

국립도서관은 차후에 노인 거주자가 주로 도서관

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될 것임을 예측하여 도서관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

두 번째 시사점 최신 기술과 온라인에 수용적인 최근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

은 그들의 정보 요구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이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ReadNext Screens :∙
했을 경우 스크린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제공,

서가점검

로봇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진흥청(Agency for Science,∙
에서는 사서들의 업무를 경감시킬Technology and Research)

수 있는 서가점검 로봇 오로스(Shelf-Reading Robot)

를 개발(AuRoSS)

오로스는 밤에 도서관 전체를 돌아다니며 태그를 스캐닝RFID∙
한 후 잘못 배열된 자료 및 분실된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산,

출하게 하는 기술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파시르 리스 도서관,

에서 시험작동을 마치고 상용화할 예정

디지털

경영 도서관

년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와 협력하여2017 OverDrive∙
새로운 디지털 경영 도서관 을(Digital Business Library)

개관하였으며 해당 디지털 도서관은 원스탑, (One-stop)

포털로서 시간 내내 약 개의24 19,000 eBooK, audiobook

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볼 수 있음, , .

시간이나 장소 및 연령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경- ,

영 분야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바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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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국

영국 정부는 년부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라는 조직을2011 Government Digital Service(GDS)

운영하여 전략 수립 프로세스 개선 기술 및 데이터 등 개 부문에서 디지털 전략 수립 작업, , 7 ,

흐름 개선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과학자 양성 공통 서비스 개발 등 개 과제를 추진 중임, , , 25 .

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GDS , 정부가 수행해야 할 도서관

서비스 정책들을 안내하고 있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06)

영국 국립도서관은 에서 정보기술 혁신에Living Knowledge : The British Library 20152023「 」

대응하여 년까지 달성해야 할 도서관의 비전을 제안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된 콘텐츠 또는2030 . ,

디지털 콘텐츠 의 급격한 양적 성장아래 빅데이터의 생산 분석 관리 분야에(Borndigital Content) , ,

대한 혁신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사서의 역할 강조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장서와 전문 지식을 활용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 자원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 접근 서비스 개발 전 세계 새로운,

이용자에게 영국 국립도서관의 장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출 전시 투어 디지털 협력, ,

프로그램을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 2017.07)

항 목 주요 내용

빅데이터

년 년 영국 국립도서관의 팀은 대학2014 -2015 Digital Research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과 협력하여 디지털 장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국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장- Microsoft Azure

서 도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머신 러닝 인터페이스 통계 통합 디지털 자, ,

원세트 다운로드 등을 포함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미지 머신 러닝을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http://blbigdata.herokuapp.com/)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 개 이미지 세트를 대상으로 이미지 인식- 100 API(Alchemy,

및 를 활용하여 를 생성시킴으로써 이용자가 텍스트로 이미지를Imagga) Bespoke Algorithm tag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영국 국립도서관의 Machine Lear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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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내외 도서관 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따른 시사점4

차 산업혁명 기반4 한국형 도서관 미래전략 프레임워크 논의를 통해 한국형 도서관(Framework)

발전모델 수립 필요

항목 시사점

정책

동향

∙ 도서관 공간의 역할 재정립 및 스마트 복합공간 구축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서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인공지능- , , VR

및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프린터 등 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자가 경험하고 직접 구현할AR, , , 3D 4

수 있는 기술융합적 또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갖춘 스마트 복합공간으로 발전

∙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역할 강조 및 신기술 수용정책 추진4

해외 주요국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도서관 발전모델 수립- 4

실행 및 적용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들의 장점을 도서관에 접목할 수: 4

있는 방안 모색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처럼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신기술 수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차 산업혁- NLB labs 4

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영국 국립도서관처럼 도서관 주도로 신기술 관련 프로젝트 및 추진과제의 적극적 수행-

∙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중심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 ,

로봇 등의 다양한 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능형 도서관 정보4

서비스 개발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범용화가 가능한 선도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 개- ,

인들이 새로운 도서관 정보서비스 모델 개발 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

국내외 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산학연 컨소시엄을 활성화하여 지능형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4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그림 국내외 도서관 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따른 시사점[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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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조사/

최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 발맞춰 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4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도서관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도입 수준이 어떤 위치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스마트 디바이스 중심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

 스마트 디바이스란 란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센서 부품이 적용된(Smart Device) ・
디바이스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바이스 증강현실 디바이스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연결, IoT , ,

자유로운 응용 프로그램 설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를 의미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 2017)

 디바이스 산업은 현재 노트북 유선전화기 등 단순연결 위주의 디바이스 시대를 시작으로PC, , 1.0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위치제약을 극복한 디바이스 시대를PDA, , PC 2,0

거쳐 디바이스 시대로 나아감 디바이스 시대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바이스3.0 . 3.0 , IoT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디바이스들이 상호 연동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실감 지능 융합형 서비스를・ ・
제공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 2017)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의 다양한 부가기능을 적용한1.0

응용기술부터 디바이스 까지 다양하며 특히 디바이스 기기인 모바일태블릿은 디바이스에3.0 , 2.0 /

적용된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활용됨

 도서관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모바일태블릿 가상현실증강현실/ (Mobile/Tablet), /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Device), (The 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디바이스 프린터스캐너 등이 있음Device), (Wearable Device), 3D / (3D Printer/Scanner)

표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10]

유형 주요 내용

모바일 태블릿/

이용 장소가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이동 단말로 개인의 소유로 이용되고 크기가 작아 휴,∙
대하기 쉬우면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모바일과 태블릿의 특성을 활용한 앱 개발 및 적용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써 언제(App) ,∙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이 최소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7)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응용소프트웨어인 모바일 앱을 통해 게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 eBooks,∙
비스가 디바이스 이용자에게 제공됨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대부분 모바일 태블릿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 / ,

서관 이용자들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강원 손호웅( / , 2016; Adams B.S.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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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가상현실이란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 및 사물을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실제와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조명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 2017)

증강현실이란 이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

법 조명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 2017)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게임 공연 투어 등의 다양한 체험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 ・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

도서관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네기멜론대- ,

학 헌트도서관에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 중 하나인(Makerspace) IDeATe Experimental

에서는 학생들이 가상현실 탱크 게임을 개발함Fabrication Lab (Adams B. S. et al., 2017).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데이터 생성 처리 운반이 가능한 통신 능력을 가지는 디바이스로서 디바이, ,∙
스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

제공하는 디바이스 민경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2; , 2017)

사물인터넷의 기술 요소는 센싱 기술 유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 ,∙
기술 등 크게 가지로 구분3

센싱 기술 온도 습도 초음파 원격감지 센서와 같은 물리적 센서와 함께 표준화된 인터페이- : ・ ・ ・
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가 사용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통- : Beacon, RFID, NFC, Bluetooth

신 모듈이 일반적으로 사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플랫폼이나 와 같은 연결 플- : Arduino, Raspberry Pi

랫폼을 의미

도서관에서는 효율적인 대출반납 장서관리 도난방지 등을 위해 도서에 고유 식별자를 부착하는, ,∙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웹에 연결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음RFID

근거리 무선통신 디바이스인 은 최근 도서관에 도입된 사물인터넷의 한 예로써 해당 무- Beacon ,

선 디바이스는 지속적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 거리 내에 디바이스가 접근하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신호를 보낼 수 있음(Adams B. S. et al., 2017).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안경 시계 의복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이거나 신체에 일부처럼 함께 부, ,∙
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통칭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

거나 배가시키는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목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현재 스마트 워치Google Glass, , Sports/Fitness Band, Force Tracker, NECG MINDER,∙
등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됨Wearable Book

미국도서관협회 는 에서 구글 글래스 를 전(ALA) ‘2014 ALA Midwinter Meeting’ (Google Glass)∙
시하여 도서관에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가능성을 시사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 도서관 벽에 각각의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도서만 디스플레이 해주거-

나 원하는 도서가 있는 서가로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노영희( , 2014)

프린터3D

스캐너/

프린터는 디지털화된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해 종이에 그림을 박아 내듯 삼차원 공간에 물체를3D∙
인쇄하는 방식으로 전용 카메라로 물체를 찍거나 설계도를 입력하면 프린터가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고분자물질을 뿌려 층층이 쌓아올려 물체를 인쇄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통신(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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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국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

스마트 디바이스별로 국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국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 11]

기술협회, 2017)

스캐너는 입체 스캐너를 이용해 실물 데이터를 상의 차원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해주는 디바3D PC 3∙
이스로 스캐너를 통해 손쉽게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어 건설 자동차 항공기 전자 등 제조 분야, , , ,

에서 제품 역설계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도서관은 프린터 및 스캐너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입하기에3D , CAD∙
적합한 장소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연구 및 창업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됨(Adams B. S. et al., 2017).

스마트 디바이스

유형
적용 서비스 적용 도서관

모바일 태블릿/

eBooks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등의 정보eBooks, eAudio books∙
자원을 도서관 자체 모바일 앱 및 연계 앱 북큐브 오디( ,

언 오디오락 누리미디어 교보문고 앱도서관, , , , AE ,

리프로피아 등 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모바일BookRail, )

이나 태블릿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의정부과학도서관,

관악구통합도서관,

안양시립도서관,

구리시립도서관 상명대학교,

도서관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

전북대학교 도서관 등

모바일

학습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서m-leraning∙
비스 제공

모바일로 접근가능한 사이버학습관 어학강좌 컴퓨터강( ,∙
좌 공무원강좌 취업강좌 자격증강좌 등 운영, ,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제공K-MOOC∙

건국대학교 도서관 상명대학교,

도서관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

전북대학교 도서관 충청대학교,

도서관 등

증강현실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도서의 이미지나 배경에 차원3∙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

실북 의 열람 및 대출서비스 제공(AR books)

횡성군립도서관

무인대출

모바일 기반의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스마트 테이, ,∙
블 그룹 학습실 좌석확인 및 좌석예약 서비스 제공,

도서의 바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하는 모바일 도서 대출서∙
비스 제공

를 통한 도서관 출입 인증 및 모바일 셀프대출QRcode∙
서비스 제공

청주시립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청주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등,

클라우드

프린트

를 사용하여 특별한 소프트웨어 설Google Cloud Print∙
치 없이 도서관의 프린트를 이용자 디바이스 노트북 모( ,

바일 태블릿 등 로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화성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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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도서관 개 강남도서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서도서관 관악도서관 광진구립도서관25 : , , , , , ,

구로도서관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도봉문화정보도서 동대문구립도서관 동작도서관 마포도서관 서대문, , , , , , ,

도서관 서초반포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 양천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용산도서관, , , , , , , ,

은평구립도서관 종로도서관 중구도서관 중랑구립도서관, , , .

비스 제공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증강현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아이들이 투영되어 배경을 직접 만져보는 듯

한 실재감을 주며 배경과 어울려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동화 구연 프로그램 제공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등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에어가드 로 도서관 실내환경의 각( K)∙
종 오염물질과 소음을 모니터링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

게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서울시 공공도서관 개25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RFID

를 활용한 장서점검 및 잘못 배가된 장서의 위치식RFID∙
별 스마트서가 도난방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서가를 통해 도서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하고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를 활용한 대출 및 반납서비스 제공 무인 자가대출RFID ( /∙
반납기)

스마트 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

Beacon

비콘을 이용한 열람좌석예약서비스 아이지킴이 서비스, ,∙
자료검색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청구기호 전송관리 서

비스 제공

광명시소하도서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비콘 기반 열람실 좌석배정 서비스 비콘 출입 인증 서비,∙
스 비콘 기반 이용자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노동조, ( ,

손태익, 2016)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프린터3D

스캐너/
체험공간

프린팅 교육 전문회사의 진행으로 운영되는 도서관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름학기 방학프로그램의3D (

일환)

홍성도서관 당진도서관, ,

나주공공도서관,

울산남구구립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등

도서관에 청년 창업을 돕는 체험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을( )∙
마련하고 창업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프3D

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연세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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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국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

스마트 디바이스별로 국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국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사례[ 12]

스마트

디바이스

유형

적용 서비스 적용 도서관

모바일

태블릿/

eBooks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eBooks, eAudio books, eMagazines∙
등의 정보자원을 앱(LIBRO, BorrowBox Library, RBdigital,

등ULibrary, Wheelers ePlatform, OverDrive, NetLibrary )

을 통해 이용자의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 제공

도서관의 정보자원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 에( , e-books, )∙
를 통해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QRcodes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영국 의회도서관libraries( / ),

Vienna University

비엔나 대학도서관Library( / ),

Clarence Regional

호주 공공도서관Library( / ),

Brooklyn Public

미국 공공도서관 등Library( / )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에 한하여 디지털화 신청을 하면 인쇄∙
본을 형식으로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을 제공PDF eBook

하는 서비스 제공EOD(eBooks on Demand)

Vienna University

비엔나 대학도서관Library( / ),

Umeå University

스웨덴 대학도서관Library( / ),

Czech National

체코 국립도서관 등Library( / )

모바일

학습

모바일 사이트와 모바일 탐색에 최적화된 앱을 제공하여 학∙
생들이 교실에서 필요한 교재를 다운받는 등 도서관의 온라

인 자원을 모두 식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디지털학습

도구 제공 노영희( , 2014)

모바일 앱 을 이용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Blackboard)∙
한 콘텐츠를 다운받고 토론게시판 수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 ,

비스 제공

Corcoran

미국 학교도서관Library( / ),

University of the Sunshine

호주 대학도서관Coast Library( / ),

Elmhurst College A. C.

Buehler

미국 대학도서관 등Library( / )

증강현실

도서관 서가점검이 가능한 증강현실 앱 을 실행하여(ShelvAR)∙
장서의 태그를 스캔하면 잘못 배가된 장서의 위치를 식별해

주는 서비스 제공

Miami University

영국 대학도서관Library( / )

이용자가 증강현실 앱 을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 및(Aurasma)∙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AR Online Tour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곳곳에 를 두고 있음 이용자가 증강현Trigger Image .

실 앱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

설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음

University of

Houston-Downtown

미국 대학도서관Libra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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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태블릿 앱을 통해 도서의 이미지나 배경에 차원 가/ 3∙
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북

열람 및 대출서비스 제공(AR Books)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뉴욕시의 독일문화유산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
반 증강현실 앱 을 통해 이용자는 자(German Traces NYC)

신의 모바일 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아카이브 이미지 확인 가

능 노영희( , 2014)

Goethe-Institut New York

미국 공공도서관Library( / )

무인대출

모바일 앱으로 스터디실 좌석확인 및 예약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으로 도서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인식하(CheckOut)∙
는 모바일 도서 대출서비스 제공

Santa Clara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y( / ),

The University of Chicago

미국 대학도서관Library( / ),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대학도서관 등Library( / )

클라우드

프린트

를 사용하여 특별한 소프트웨어Google Cloud Print/AirPrint∙
설치 없이 도서관의 프린트를 이용자 디바이스 노트북 모바( ,

일 태블릿 등 로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

공

Miami University

영국 대학도서관Library( / ),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호주 대학도서관Library( / ),

Branch District

미국 공공도서관 등Library( /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가상현실

디바이스를Oculus Rift VR simulators, Samsung Gear VR∙
활용하여 가상현실 전시를 제공

가상현실 투The Library at Night(La bibliotheque, la nuit)∙
어 프로젝트 제공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세계 개의 도서관. 10

을 가상현실 디바이스로 경험할 수 있음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캐나다 국립도서관Québec( / ),

The University of Adelaide

호주 대학도서관 등Library( / )

가상현실 스튜디오 공간에서(Virtual Reality Studio) Oculus∙
등의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해Rift VR, the HTC Vive

도서관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을 경

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Oculus Rift VR Headset/simulators, Oculus Touch,∙
등의 가상현실 디바이스 대여서비스 제Samsung Gear VR

공

NC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Ryerson University

캐나다 대학도Library&Archives( /

서관), McGill

캐나다 대학도서관library( / ),

The University of Adelaide

호주 대학도서관 등Library( / )

증강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대여서비스제공Microsoft HoloLens∙ NC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스마트 센서Speck Sensors(Speck Air-quality Monitor)∙
대여서비스 제공

Carnegie Library of

미국 공공도서관Pittsburgh( / ),

Lafayetty Public

미국 공공도서관Library( / ),

Fondulac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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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도서관 등Library( / )

RFID

를 활용한 장서점검 및 잘못 배가된 장서의 위치식별 스RFID (∙
마트 서가 도난방지 서비스 제공),

를 활용한 대출 및 반납서비스 제공 무인 자가대출반납RFID ( /∙
기)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 대학도서관Library( / ),

National Library of New

뉴질랜드 국립도서관Zealand( / ),

Vienna Public

비엔나 공공도서관Library( / ),

Hangzhou

중국 공공도서관 등library( / )

Beacon

도서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행사 및 워크∙
숍 정보 전시회 정보 연체 정보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 , ,

로드 정보 등을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푸시 하는 알림서(Push)

비스 제공 노동조 손태익( , , 2016)

도서관 이용자가 요리 관련 장서 구역에 있다면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요리 관련 행사 및 워크숍 프로그

램 정보를 알려줌

Orlando Orange County

미국 공공도서관library( / ),

Half Hollow Hills Community

미국 커뮤니티도서관Library( / )

도서관 전시물 및 도서들을 이용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가상현실 강의 수업일( ) ,

정 확인 서비스 제공 노동조 손태익( , , 2016)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
용자가 원하는 장서의 위치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

제공

Oklahoma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y( / )

체험공간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대학생들이 를 활용한 발명 시제IoT∙
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서 제Invention Studio

공(Adams B. S. et al., 2017)

Penn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인 Arduino,∙
제공Fritzing, Processing

사물인터넷 관련 디바이스(Particle Internet Button, WiFi∙
Shield (ESP8266), Arduino Inventor Kit, Internet of

제공Things Starter Kit, LightBlue Bean+, Raspberry Pi)

NC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공간

옷감의 표면에 마이크로컨트롤러 센서 전자부품 등을 부착, ,∙
하는 프로젝트나Soft Circuits & Sewn Circuits Wearabl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스마트 전자Technologies

섬유 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e-Textiles)

웨어러블 디바이스 대여비스 제공Snapchat Spectacles∙
는 모바일 메신저인 을 위(Snapchat Spectacles Snap Chat

한 안경 형태의 동영상 촬영 디바이스임)

NC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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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국내외 도서관 정보서비스 신기술 사례에 따른 적용수준

국내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국내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신기술 적용수준[ 13]

스마트 디바이스

유형
활용 유형

국외* 국내*

LV.1 LV.2 LV.3 LV.1 LV.2 LV.3

모바일 태블릿/

eBooks O O

모바일 학습 O O

증강현실 O O

무인대출 O O

클라우드 프린트 O O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가상현실 O - - -

증강현실 O O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O O

RFID O O

Beacon O O

체험공간 O -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공간 O - - -

프린터 스캐너3D / 체험공간 O O
스마트 디바이스 초기 적용단계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 추세단계 스마트 디바이스 범용단계*LV.1 : , LV.2 : , LV.3:

자료 김태영 외 도서관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분석 및 서비스 적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7). . .※

프린터3D

스캐너/
체험공간

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프린터 및 스캐너를Makerspace 3D∙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재료 소프트웨어 관련 워크숍을, ,

제공

NC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Jericho Public

미국 공공도서관Library( / ),

Penn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Dalhousie University

캐나다 대학도서관 등Libraries( / )

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기회와Makerspace∙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

지털 및 창업관련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서비스 제공(Adams

B. S. et al., 2017)

Kent State University

미국 대학도서관Libraries( / )

도서관에 서비스 전문가 를 두어 프린터3D (Specialist) 3D∙
및 스캐너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제공

Miami University

영국 대학도서관Libra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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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태블릿 디바이스는‘ / ’ 국내외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추세로 특히 모바일태블릿을/

통한 의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eBooks

 사례분석시 를 콘텐츠로서가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인 모바일태블릿을 통해서eBooks /

활용되는가의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대부분 모바일태블릿은 무인대출 클라우드 프린트 등, / ,

디바이스 수준에서만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2.0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모바일태블릿은 일부 도서관에서만 적용되고 있었음 특히 국내의3.0 / . ,

경우에는 모바일태블릿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가 거의 없어 관련 서비스/

개발이 필요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은 아직‘ / ’ ‘ ’

초기 단계로 특히, 국내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디바이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외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시나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어보거나 대여해주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프린터스캐너 의 활용은 국내외 도서관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 ‘3D / ’

있음

 국내 도서관의 경우에는 의 활용이 주로 열람실 배정 및 출입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Beacon

도서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추천 및 경로안내 서비스 개발 등 보다 다양한 지능화된

서비스가 필요

 국내 도서관은 프린터스캐너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한편 직접3D /

관련 디바이스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

스마트 디바이스를 직접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들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정보활용 기회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를 위해 도서관에서는 최신의 디바이스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 적용되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함





Ⅰ
제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 정보서비스IV. 4

환경에서의 영향에 관한 미래 예측

미래전략 및 서비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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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서관 관점에서 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및 환경요인4

4.1.1 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향력과 도서관의 변화요인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외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및 정보서비스4

사례조사와 도서관 환경변화의 기회 및 위협요인 간의 연관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도서관 관점에서의 외부환경분석 방식[ 17] (P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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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크게4 , 정책 및 제도 기술변화, ,

주체 수요자,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대분류 중분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책

및

제도

국내

국외와 비교했을 때 대응이 다소 늦은 편이나 현 정부는 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차 산업혁, 100 4∙
명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즉 국가의 관심 증가에 따라 재원의 확. ,

대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매우 미흡, , ,∙

국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제도적으로 차 산업혁명 대응에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 , 4 ,∙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 , , (IoT)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논의 및 확산, , ,∙

기술변화

차 산업혁명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과 스마트 디바이스 전자책 전용단4 ( , , , ) (∙
말기 프린터 비콘 코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등장, 3D , , RFID, QR , )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신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도서관의 스마트 디바,∙
이스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수준 향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2.0

스마트한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환경 개선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성 및 정보서∙
비스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유 무료 제공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제공· .∙
가능성 검토

주체

정부

대 복합 혁신과제 중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의 핵심 대 과제 선정하여4 · ‘4 ’ 7∙
추진 과학기술혁신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역동적 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 4․ ․
동력 확보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 4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공공서4 , , ․
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민간

신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에 주력 경쟁체제는 공급단가를 낮추어 재원문제 해결 가능함.∙
포털 네이버 구글 등 빅데이터- ( , ):

정보통신회사 등 사물인터넷- (KT, SKT, LG+ ): (IoT)

전자제품기업 삼성전자와 등 스마트 디바이스 특히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 LG ): ( , )

산학

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주 증가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 특히 도서관 문헌정보학에4 R&D . ·∙
서도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신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와 등 연구기관은 인공지능 연구 진행- ETRI KISTI

수요자

이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관심 및 보유 증가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수준의 디바이스는 대다. 2.0∙
수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의 디바이스에도 관심이 증가, 3.0

도서관 내의 스마트 디바이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할 때 이용자가 보유, ,∙
동반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적용이 요구됨

표 제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환경요인에 따른 주요내용 및 시사점[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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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도서관관련 명의 전문가는 응용과학대학 독일국립과학기술도서관77 HTW Chur , (Technische

에단취리히대학도서관 및 미국 과 공동으로 기술 및Informationsbibliothek(TIB)), (ETH) ACRL

교육적 변화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도서관 에디션 을 발표“NMC Horizon Report: 2017 ”

 시리즈는 혁신적인 사례와 기술이 향후 년간 학술 및 연구도서관에 어떤“NMC Horizon Report” 5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는 년 넘게 선도적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NMC Horizon Project 15

교육분야에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트렌드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옴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개의 핵심 트렌드 개의 주요 도전 개의 중대한 기술발전은 학습6 , 6 , 6 ,

창의적 탐구 연구 및 정보관리 측면에서 도서관의 전략 및 운영 서비스 전반에 영향력 분석, ,

표 도서관 에디션 보고서 주요 내용[ 15] NMC Horizon Report: 2017「 」

핵심 트렌드 중대한 도전 중요한 기술 발전

혁신 문화 발전 사회적 도전 해결 적응형 학습 기술

협력적 학습 접근방법 대안적 정보제공자와의 경쟁 정보 시각화

연구 콘텐츠의 접근성 증가 학술 및 연구도서관의 교육과정 내재화 메이커스페이스

모바일 콘텐츠 및 전달의 우선순위화 지식퇴화 관리 혼합 현실

교육자원 공개의 확산 도서관 서비스 마케팅 홍보/ 가상 비서

탈교재화 사서의 역할 및 기술에 대한 재고찰 웨어러블 기술

대 핵심과제10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의 풍성한 태피스트리를 위한 문지기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1. .

전략적 기획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2. .

학술지 구독의 재정적인 문제에는 오픈 액세스가 잠재적 해결책이다3. .

도서관은 독립적인 연구활동장소인 동시에 협력의 장으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4. .

도서관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설계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5. .

디지털 성숙도 의 확대는 중요한 책무이다6. (Digital fluency) .

도서관은 근본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7. .

혁신적인 서비스와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8. .

디지털 학문 기술의 발달로 연구의 지형이 진화하고 있다9.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은 도서관 서비스의 유용성과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10. .

대6

핵심전략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혁신 선도 실질적인 학습 및 지식의 발견 장려∙ ∙ ∙
사회적 변화와의 균형 유지 디지털 성숙도 확대 연구 및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 추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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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고서의 대 핵심전략과 대 주요과제를 토대로 향후 도서관 환경변화의 중요인자를6 10 ,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향후 도서관의 변화모형을 설계할 수 있음

∙ 똑똑한 도서관(Intelligent Library)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적용을 기반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정보- (IoT), , , ,

서비스 전체 과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서관

스마트 디바이스 수준의 디바이스 환경으로 오감을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하고 체험적인 지식서비스를- 3.0 ,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

수서업무 공간 활용 장서 활용 측면에서 사서가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똑똑한- , ,

도서관

∙ 개인화 도서관(Personalized Library)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스스로- (Massive Data)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이용자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몰라도 바로 그것을 찾아주는 도서관-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지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도서관-

∙ 경계없는 도서관(Beyond Boundary Library)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해 이용자 장서를 비롯한 도서관 내 정보 물리적인 공간의 도서관 간 디지털- , , , ,

물리적 생물학적인 경계가 사라진 도서관(digital), (physical), (biological)

단지 정보의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락 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적인 범위가 확- (entertainment)

장된 도서관

놀면서 배우는 장소로 변화하면서 학습과 오락의 경계가 사라진 도서관-

정보가 구현되는 디바이스가 다양화 초지능화되어 물리적 공간 신체적인 제약 계층간의 격차 등으로 유발- · , , ,

되었던 정보서비스의 격차가 사라진 도서관

그림 도서관 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른 향후 도서관의 변화모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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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서관 관련 인식 조사 방법 및 설계

01 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 개요:

조사 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2017 10 27 11 12 17

조사 대상

 설문은 사서와 이용자를 나누어 온오프라인 설문 병행 진행/

 사서의 경우 전국도서관대회 에 참여한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1) ‘ ’ , 2) , 3)

년 월 일에서 동월 일 사이에 사서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한 교육에 참여한 사서 그 외2017 11 1 10 , 4)

눈덩이표집 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된 사서를 대상으로 함(snowball sampling)*

*) 표본 집단의 특성은 명확하나 그 구성원을 찾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 고성호 외( ,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 2013.)『 』

 이용자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 전주 공공도서관 완산도서관, 1) , 2) ( ,

서신도서관 삼천도서관 평화도서관 등 및 대학도서관 이용자 전주지역 거주자 그 외, , ) , 3) , 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조사 거절 및 무응답을 제외한 최종 개 사서 그룹 개 평균 회수율 이용자 그룹952 ( 287 , 47.5% +

개 평균 회수율 설문지를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665 , 71.2%)

표 도서관 인식조사 설문 현황 및 결과[ 16]

사서 이용자

그룹 배포 회수 온라인 계 그룹 배포 회수 온라인 계

전국도서관대회1) 70 45 45 국립도서관1) 250 168 168

국립도서관2) 200 80 9 89 전주 공공도서관2) 100 89 89

사서교육문화원3) 197 97 97 전주지역거주자3) 70 42 42

일반4) 56 56 일반4) 366 366

총 합
467 222 65 287 총계 420 299 366 665

회수율: 47.5% 회수율: 71.2%

조사 방법 통계적 분석은 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다중응답 빈도분석: SPSS ver 12.0 , ,

등을 이용 자유응답 분석을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 활용,

 세부 설문 결과는 부록 참조 미응답 수치는 제외 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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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설문 설계:

설문항목 구성

 설문항목은 김성진 노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2013), (2014), (2017)

년 월 일부터 동월 일까지 진행한 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계 인식조사 설문을2017 5 13 18 ‘4 ’

참고하여 구성함김성진 대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 분석 연구( (2013), ,「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노영희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세대 이용자의 요구분석 연구; (2014), Y ,「 」

정보관리학회지 문화체육관광부 년도 년도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2017), 2017 (‘16 ) )「 」

사서용 설문 설계

 아래 표와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4 , 4

디바이스 활용 현황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 4

미래상 총 개 항목 개 문항으로 구성 세부 문항은 부록 참조5 , 22 ( )

표 사서용 설문지 항목[ 17]

번호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Ⅰ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급, , , , , 6

Ⅱ 차 산업혁명 인식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관심 관심 분야 전개 수준4 , , , 4

Ⅲ

차 산업혁명 기술4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및 사용 빈도IT ,

개선 사항
2

Ⅳ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지능 정보화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제공 여부 실질적 도움 여부, , 3

Ⅴ
차 산업혁명시대의4

도서관의 미래상

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의 미래 도서관에 필요한 차4 , 4

산업혁명 기술 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차, 4 , 4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정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의,

제공 대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필요정도 기타 의견, ,

7

총 22

이용자용 설문 설계

 표 과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18] , 4 , 4

디바이스 활용 현황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 총 개 항목 개 문항으로 구성 세부, 4 4 , 22 (

문항은 부록 참조)



- 89 -

표 이용자용 설문지 항목[ 18]

번호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Ⅰ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도서관 방문경험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 직업, , , , , 6

Ⅱ 차 산업혁명 인식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관심 관심 분야 전개 수준4 , , , 4

Ⅲ

차 산업혁명 기술4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평소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및/ IT

사용 빈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IT

만족도 불만 개선 사항, ,

5

Ⅳ
차 산업혁명시대의4

도서관의 미래상

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의 미래 도서관에 필요한 차4 , 4

산업혁명 기술 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4 ,

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정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4 ,

서비스들의 제공 대상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기타 의견,

7

총 22

03 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프로세스

표 도서관 인식조사 프로세스[ 19]

핵심내용 일정( ) 참석자 토론 내용

도서관 인식조사 방향 및 계획

수립 월 일(9 27 )

김용 오효정 김건, , ,

박태연 강주연,

전북대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

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 및 정책 동향 분석4∙
도서관 인식 조사대상 범위 설정∙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미래상 조사 방향4∙

및 목적 수립

도서관 인식 설문 문항 도출

및 파일럿 분석 차(1 )

월 일 월 일(10 10 ~10 19 )

오효정 김태영 외 명 전북대, 9 (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과, )

김태경 외 명 국립중앙 세종도서관4 ( / )

전북지역 사서 표본샘플링( )

도서관 인식 사서 및 이용자 설문문항도출∙
파일럿 분석 차(1 )∙

구분 인원 평균소요시간 분( )

사서경력자 6 9.5

문헌정보전공자 8 11.5

파일럿 분석 차 및 도서관(2 )

인식 설문 문항 확정

월 일 월 일(10 20 ~10 25 )

오효정 박태연 강주연 김태영 외, , ,

전북대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

전국지역 사서 표본샘플링( )

파일럿 분석 차(2 )∙
구분 인원 평균소요시간 분( )

사서경력자 13 10.7

문헌정보전공자 9 10.1

도서관 인식 사서 및 이용자 설문문항확정∙
도서관 인식조사

월 일 월 일(10 27 ~11 12 )

오효정 박태연 강주연 외 명 전북대, , 9 (

기록관리학과)

도서관 인식조사 대상자 면담설문∙
웹 설문 및 대면설문( )

도서관 인식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월 일(11 16 )

김용 오효정 김건 양동민, , ,

전북대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

도서관 인식조사 통계분석∙
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관 미래상 수요조사 결과4∙
분석 및 검토

도서관 미래 대응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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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서관 관련 조사에 따른 내용분석

4.3.1 도서관 인식 조사 사서 대상:

01 일반 사항

인식조사 대상 사서 모집단은 여성이 로 연령은 대가 전체 를 차지함83% , 30~40 62.4%

 설문 대상 사서의 성별은 여성 남성 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3.4%), (16.6%) ,

세부 연령 분포는 대 대 대 대 순으로 파악됨30 (37.2%), 40 (25.2%), 20 (19.9%), 50 (17.7%)

 설문 대상 사서의 근무경력은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5 (37.9%), 510 (21.3%), 1015 (13.1%), 25

이상 년 미만 년 미만 순이며 과반수 이상이 년 미만의 근무(12.8%), 2025 (9.6%), 1520 (5.3%) , 10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설문 대상 사서의 근무기관은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45%), (31%), (17.3%),

전문도서관 기타 학교도서관 순으로 공공도서관 및 국가도서관에 종사하고(2.6%) (2.2%), (1.5%) ,

있는 사서가 전체 로 다수를 차지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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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 산업혁명 인식4

사서 집단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는 점 척도에 각각 평균 로4 5 3.42, 3.74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해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약간 관심 있거나 보통 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4 (45.5%), (26.9%)

이며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에 달하여 사서들의 차 산업혁명에72.4% , 18.9% 4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도서관 분야에서의 차 산업혁명 전개가 상당히 미흡하거나 어렵게 추격4 (33.1%),

가능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과반이 넘어 사서들은 현재 도서관 환경이 신기술(29.6%) ,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됨

 사서 집단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분야별 관심 분야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4 (IoT)(28.4%), (25%),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순으로 나타남 비율상(23.3%), (13.4%), (5.2%), (4.7%) .

사서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개 분야에 대하여 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IoT), , 3

분석됨(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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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4

사서 집단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데스크톱 와 태그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PC RFID

 사서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데스크톱 로 자주 사용하는 그룹 이 전체IT PC (8.1%+82.7%)

에 달하고 있음90.8%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직업 특성상 도서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 를 빈번히RFID (16.7%+44%=60.7%)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드 역시 사용빈도가 높은 것 으로QR (17.6+10.3%=27.9%)

나타난 반면 웨어러블 북이나 구글 글래스와 같은 최신 디바이스를 사용해보지 못한 사서가 각각

와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91.1%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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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사서 집단은 업무와 관련한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선사항에( ) 4

대하여 시설 환경의 개선 노후화된 기기 교체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관련 기기의, , ,

적용 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61%)

 현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 )

개선 등 현 시스템의 개선 에 대한 요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20%)

 기타 의견에 따르면 막연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신기술에 대한 필요성을(7%) , ,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개선이, 4

요구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기기적용
시설환경 기기노후화 예산부족, ,

등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미약하여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기기를 구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시스템 개선
기존 시스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

행정 처리 개선 등

행정적 처리 업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업무 상 스마트“ (

디바이스 사용 제약이 큼 빠른 업데이트 및 성능 업).”, “

그레이드.”

이용자 맞춤
인간적 측면 고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등

보다 인간적인 측면 고려 거의 모든 이용자가 가지“ .”, “

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안내 이용자 교육 직원 교육 등,
일반인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직원교육 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4 ~)”

홍보 도서관 행사 홍보 이용자 독려 등,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행사 홍보 참여 독려“ , ”

기타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조금 더 편하고 대“ ”, “ ,

중적이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로 느끼지 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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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 모두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서들은 전체 에 달하며74.9% (41.7%+33.2%) ,

이러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로 분석됨56.4% (37.2%+19.2%)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서들이 전체 를 차지함52.2%

05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4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에 대해 사서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4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음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과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4

와 로 매우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음83.6%(51.6%+32%) 66.2%(38.1%+28.1%)

 특히 차 산업혁명을 통해 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룹이4

로 그렇지 않은 그룹 에 비해 가량이 높게 나타남51.9%(35.2%+16.7%) (20.3%) 30%

 반면 사서들의 기회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한 그룹이 로 그렇지43.8%(10.7%+33.1%)

않다는 그룹 에 비해 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서들이 차 산업혁명(13.2%+3.9%=17.1%) 2.5 , 4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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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을 위해 빅데이터와 모바일 관련 기술의 필요성이 높게 분석됨4

 차 산업혁명 관련 대 기술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빅데이터와 모바일 관련 기술이4 6

평균 로 높게 전체 평균치 보다 분석되었음4.4 4.0

 반면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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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모두4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도서관 서비스 영역 중 시설 환경 분야에서는 디바이스 등 장비의 선진화와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평균 으로 전체 평균 보다 높게4.3 4.1

분석됨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개선이나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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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사서집단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신기술 이( ) 4 (58%)

적용된 서비스가 필요함을 지적함

 사서들이 업무상 적용 가능할 것으로 꼽은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으로 파악됨(AI), (IoT),

 특히 상황개선 과 간련하여 전문 인력의 투입 등 인력 부족의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25%) ,

교육 과 관련하여 사서 교육과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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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서관 서비스 영역별로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의 필요성은 평균치 로 그 필요성에 대해4 4.1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인적자원 영역에서 신기술 및 업무 효율 을 위한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4.5) (4.4)

대두되었으며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서가 배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 서비스(4.5) ,

영역에서는 쉬운 대출과 반납 과 관련된 오프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4.3)

 특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용자4 ,

인터페이스의 용이성 정확한 정보 를 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4.5), (4.6) (4.4)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 로봇 사물 인터넷,

기존 이용자의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예측홍보 도서관의“ ”, “

업무 중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이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엔 본인 기기를 사용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물인“

터넷이 중요함”

상황개선 전문 인력 투입

모든 것은 인력부터 사람 대 사람의 정보서비스에서 인“ ”, “

적지원 전문성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화를 풀어 갈 수( ) .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교육 이용자 교육 사서 교육,
시설과 공간을 갖춘 다음 그에 대한 온 오프라인 이용자 교육“ /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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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사서집단이 도서관에서 구현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

신기술 을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70%)

 사서들이 업무상 적용 가능할 것으로 꼽은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으로(AI), (IoT),

파악되었으며 관심 기술은 프린팅 콘텐츠 등으로 파악됨, 3D , VR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 콘텐츠 현재 해당 도서관의 요구사항 상황개선( , 18%), ( , 6%),

이용자 관심에 맞춘 도서관 홍보 홍보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6%)



- 101 -

사서 집단에서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 집단은 전체 를4 (56%)

제외하고 청소년 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순으로 분석됨(16.8%) (12.3%), (8%), (6.8%)

 이는 어떤 특정 집단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발굴에 주력하고자 함을 의미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

프린팅 예측자료3D ,

안내서비스 오래된 장서,

위치추적 등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3D .”, “Pod

오시는 분과 절판 도서 등을 시중에 구할 수 없는 구하러 오신 이( )

용자의 분리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도서관 준비도 기대됨, VR ”,

이용자의 자료대출을 분류하여 취향 관심도에 맞는 도서를 추“ ,

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AI ”

콘텐츠

서지데이터 고도화 도서,

코디네이터 서비스,

최신 정보 등

서지데이터가 더 고도화 되면 전거데이터를 활용한 검색 개“ UI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 코디네이터 서비스 최신화된”, “ ”, “

정보제공 중요”

상황개선 전문 교사 배치 독서토론 글쓰기 교사 배치“ .”

홍보 기관 홍보

시설측면에서 사물인터넷들의 기술을 적용한 환경아래 학생들의“

의식이나 관심은 차원을 향해 가는데 우리 도서관은 년대 환경4 90

이라 학생들 주 이용자 이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시험때만( ) .

도서관이 그것도 열람실만 꽉 찹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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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집단에서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4

한다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됨 평균( 4.3)

 특히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훈련 확충 부분은 전체 의94%(42.3%+51.6%)

사서가 필요성을 표출할 정도로 매우 시급한 문제로 파악됨

 그 밖에 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별 응용 서비스 개발 이용자 지원도구4 (44.4%+43.7%=88.1%),

확충 최신 정보 제공 콘텐츠 보강 관련 지식 및 기술을(44.8%+42.3%=87.1%), (43.3%+43.7%=87%),

보유한 전문 인력 보강 순으로 나타남(45.2%+38%=83.2%)

개방형 질문 사서집단은 도서관에서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4

인프라로 주로 교육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함 교육(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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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술 서비스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지도 상담 등, ( , CS , )

강화 및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보안 인프라 마련과 예산 대비 성과 예측의 필요성 인식의 개선 등과 같은 상황개선 이, (33%)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개방형 질문 사서집단의 도서관에 미래를 위한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신기술 적용의 필요성 과 현 상황의 개선 에 대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다수인 것으로(19%) (19%)

보아 신기술의 적용 방안 못지않게 사서들이 느끼는 현 상황의 개선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 정보의( , 16%),

전달이라는 기본적 사명에 대한 고민 콘텐츠 을 하고 있음( , 16%)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교육
전문 인력 이해 필요, ,

교육관경 조성 등

전문인력 교육 환경 조성 필요 실무자 교육 훈련에“ ”, “

서 지능 정보화 기능에 기술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강화CS

해주길 바란다 도입 교육 모두 중요하므로 교육필.”, “ ,

요.”

상황개선
보안 인프라 마련 인식 개선, ,

관련 인력의 상주 등

서비스 제공에만 치우쳐 보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인프라 마련과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대비 성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함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실제 이용자가 소수이.

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든다면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

콘텐츠 독서 치유 서비스 등
이용자 유형별 단계별 도서 추천 코디네이터 서비스 또“ ( )

는 독서 치유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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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필요성 도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의 협소한 도서관 공간 문제와 새로운 정보기술의(10%) ,

체험공간을 필요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도 추가 요구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

프린터 휴먼로봇 이용자 정보3D , ,

데이터화 인공지능 스마트, ,

디바이스 등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 적용되면 좋겠음 오배열.(

도서의 검색 어려움 배가위치 안내서비스 등-> )”

상황개선
업무 과부화 해결 현실 반성, ,

공감대 형성 등

차 산업혁명 이전에 갖춰졌어야 할 내용들이 잘 준비되“4

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서관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노년층 대상 교육 신기술 활용능력,

교육 사서 교육 평가 등, ,

사서들 전문교육 필용 이미 늦어지고 있으니 빨리 대비“ .

책 마련해야함 실무자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해하고”, “

다룰 수 있는지 간단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정보의 내용 전달 정보활용 지원, ,

장기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발.”, “4

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그 정

보의 내용 전달이라는 꽃을 피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간

게임 연구실 디지털 체험존 문화, ,

복합 공간 정보화 공간 공간 부족, ,

등

디지털 도서관 정보 광장의 기“ Information Commons,

능을 개선 확대시키기 위해 프린터 게임연구실 휴먼로, (3D , ,

봇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 IT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도서관의 정보화 공간 마.”, “

련 예산 확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지식, ”, “ ,

및 도서관 공간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하기까지

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인 공공성 공익성으로 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이나 정“ , 4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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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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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도서관 인식 조사 이용자 대상:

01 일반 사항

인식조사 대상 일반 이용자 모집단은 남 여 비율 차가 크지 않으며 주요 연령은 대가 전체· 20~30

를 차지함54%

 설문 대상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 남성 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56%), (44%)

나타났으며 세부 연령 분포는 대 대 세 이하 대 대, 20 (29%), 30 (25%), 19 (16.6%), 40 (15.2%), 50 (7.5%),

대 이상 순으로 대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함60 (6.6%) , 2030

 이용자 집단의 도서관 방문률은 응답자 중 이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서관을71%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54.2%), (18.6%),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작은도서관 전문도서관 기타 순으로(12.7%), (9.8%), (2.4%), (1.4%), (0.9%) ,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설문 대상 이용자의 직업 분포는 회사원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24.1%), · · (16.7%), (16.1%),

전문직 기타 공무원 무직 전업주부 자영업 순으로(10.9%), (10.6%), (7.9%), (6.2%), (4.2%), (3.3%) ,

직장인 과 학생 의 비율과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42.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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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 산업혁명 인식4

이용자 집단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는 각각 평균치는 보통 보다 조금 높은4 (3)

로3.191, 3.315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약간 관심 있거나 보통 수준인 비율이 전체의 를4 (34%) (30%) 74%

차지함

 반면 이용자 집단은 도서관 분야에서의 차 산업혁명 전개가 보통 수준이라고 파악한 경우가4

가장 많은 응답 비율 을 차지함(39%)

 이용자 집단에서의 차 산업혁명의 분야별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4 (31.3%), (IoT)(25.1%),

모바일 빅데이터 순으로 앞서 분석한 사서 집단과는 달리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등(20.5%), (12.3%) ,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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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4

일반 이용자 집단에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과 비콘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용경험을 보이는 장비는 역시 스마트 폰으로IT

전체 가 자주 사용하는 장비로 응답함85.5%(9.7%+75.8%)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비콘과 코드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웨어러블 북이나QR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빈도도 사서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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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집단에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역시 평소와 유사하였으나 스마트폰과 비콘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용경험을 보이는 장비는 역시 스마트 폰으로IT

전체 가 자주 사용하는 장비로 응답함85.5%(9.7%+75.8%)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비콘과 코드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웨어러블 북이나QR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빈도도 사서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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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장소에 따른 장비 및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비콘과, RFID

태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도서관에서의 활용도가 평소 활용도보다 낮게 분석됨

 이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본연의 목적인 자료 열람이나 정보 습득 외에 최신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풀이됨

이용자들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만족도를4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낮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39.4%(10.4+29%)

의사를 표현 경우 에 비해 배 이상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됨(13.5%) 3

개방형 질문 이용자 집단은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하여 주로( ) 4

기기 활용 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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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도 존재함

 활용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속도 특히 와이파이 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대의 응답에서는, ( ) , 560

도서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시설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를 차지하였고 이 중 다수는 사용법을25% ,

모른다거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신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기기

기기 없음 부족 종류, ( ),

부족 개수 노후 관리( ), ,

소홀 등

공공도서관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수준이 매우 낮“

음 구비되어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적음 기기가 잘”, “ ”, “

관리되지 못 함”

활용
와이파이 접근성 공간, , ,

전자책 대응부족 불편함, ,

가끔 전산 오류가 있음 너무 느림 도서 찾기가 어“ ”, “ ”, “

려움 실용성이 부족하다”, “ .”

안내
사용법 모름 경험 기회,

부족 등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떠올라야 하는데“ ,

사용법에 비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어렵다.”, “ ”,

여러모로 복잡한 편이다“ .”

기술
미적용 낙후 불안 보안, , ( ),

오류 등

차 산업 관련 구축이 잘 안 되어있다 보안상 불안함“4 .”, “ .

기계 전자시스템상 오류 발생, ”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불만은 없다 도서 검색과 위치 제공 수준만 제공해도 만족한“ .

다 도서관에서는 검색밖에 해본 적 없음 도서관에서의 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에.”, “ .”, “ 4

대해 접해본다는 경험이 없어 불만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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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이용자 집단은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선사항과( ) 4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 과 기기의 적용 이용자 맞춤 을 주로 요구함(28%) (26%), (22%)

 시스템 개선 은 주로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기반 시설과 관련한 불만 및(28%)

개선 제안으로 온라인 접근성의 확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공 최신 정보 제공 등의 요구가, , ,

있음

 기기적용 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기 제공 스마트폰 활용 전자책 비중의 증가 등에 대한(26%) , ,

요구가 있음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 이용자 맞춤 서비스의 요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용자들은(22%) .

주로 책 찾기 도서 추천 분야에서 신기술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기 대여, .

및 체험 제공을 원하는 경우도 있음

 안내 나 홍보 교육 에 대한 요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용자들이(11%) (5%), (1%) ,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로 우선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시스템 개선
통합 플랫폼 제공 접근성 데이터, ,

품질 오류 개선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한“

다 여러 사람이 쓰기에는 아직 기술적 공공성이 떨어지.”, “ ,

는 듯 어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새로운 정”, “ ?”, “

보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기기 적용 환경 노후화 예산 등, ,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활“ ”, “

용 전자책 비중 증가 도서관 내 스마트기기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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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4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4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보의 양극화 해소에는 공감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과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4 66.8%

와 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35.6%+31.2%) 58.92%(31.9%+27%)

 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4

기대하는 그룹은 전체 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룹37.1%(22.6%+14.5%) (9.4%+15.7%

보다 정도 높게 나타남=25.1%) 12%

 일반 이용자들은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서관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그룹은4

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보다 많은22.6% (14.7%+7.9%) (18.1%+28.7%=46.8%) 24%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용자 맞춤
이용자가 원하는 신기술 적용,

콘텐츠 등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관련 서적을 찾아서 집으로 배송해“ ,

주는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맞춤형”, “Deep learning

참고정보서비스 내가 원하는 책의 장르와 주인공과 줄거리”, “

같은 것 등을 치면 책 종류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내 안내 사용법 고시 등, 안내 교육 부족 자세한 사용법을 고시“ , ”, “ ”

홍보
디바이스 홍보 서비스 홍보, ,

도서관 홍보 등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많은 홍보를 통해 인지시키고 참여를“

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듯”, “ ”

기기 대여 장비 대여 기기 대여 등,

전자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노트북 이“IT ”, “

용자로서 노트북 관련 대여 등 가능했으면 충전기 마우스, ( ,

등)”

체험 제공 체험 기회 제공 체험 장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감성의 증대 사용해 볼 수 있“ ”, “ ”, “

도록 체험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육 이해 부족 교육 제공 등,
이용용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부족 이용 방안에 대한 교“ ”, “

육 활성”

기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 기술 개선보다 도서관이 많아졌으면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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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의 경우 사서 그룹과 같이 도서관을 위해 필요한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4

빅데이터와 모바일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는 등 대 분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사서의6

평균치인 보다는 낮은 대로 집계됨4.0 3.7

 세부 기술로는 빅데이터와 모바일 관련 기술이 평균보다 높게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낀 것으로 이는 사서 그룹의 의견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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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모두4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평균치는 로 사서의 보다는 다소 낮음3.9 4.1

 특히 도서관 서비스 영역 중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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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도서관 서비스 중 신기술 이 적용된( ) 4 (45%)

서비스를 요구함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예로 책 읽어주는 서비스 자동 책 정리 서비스 책 추천 및 검색 서비스, , ,

등 도서 관련 서비스를 주로 요구하였으며 완벽한 방음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사서 등에 대한, ,

요구도 존재함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주로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요구이며 상황개선 과(23%) , , (18%)

관련하여 주로 편의성 시설 자료 이용 분야 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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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서관 서비스 영역별로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의 필요성은 평균치 로 사서 그룹 과4 3.9 (4.1)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

빅데이터Deep learning, ,

로봇사서 대화형 도서,

추천 등

를 이용한 책 읽어주는 웹 서비스 개발 기술“TTS ”, “Deep learning

을 적용한 이용자 맞춤형 참고정보서비스 홍체인식센서가 배치되면”, “

좋겠다 책을 찾을 때 해당하는 위치에 불이 들어오면 좋겠다.”, “ .”,

인공지능 로봇사서 필요 대화형 도서 추천 서비스“ ”, “ ”

콘텐츠
북 콘텐츠 확보 온라인e , ,

서비스 등

인적자원은 처음에는 필요하나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일자리가 감소하“

지 않도록 콘텐츠 확보가 되어야함 온라인을 통한 북 대여 활성”, “ e

화 도서관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 필요”, “ ”

상황개선
편의 제공 전문성 시설, ,

환경 개선 등

도서관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서비스 구석진데 가면 와이파이 끊“ ex)

김 작은 도서관도 시설 환경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음 오”, “ .”, “

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가 필요함”

공간
자유공간 책 읽는 공간,

등

편리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책을 읽는다 는 도서관의 개념에 한정“ ‘ ’

될 것 차 혁명 외에 자유공간 필요 증강현실 체험장”, “4 ”, “ ”

홍보 이용 유도 도서관 홍보, 홍보필요 이용유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통한 홍보“ ”, “ ”

교육 전문 강사 이용자 교육,
전문강사의 교육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용자 교육을 이용자가“ ”, “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인력 전문인력 전문성이 필요함 직원“ ( )”

기타 지나친 발전은 편리함과 동시에 인력감소를 불러올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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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적자원 영역에서 업무 효율 을 위한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다소 높게 대두되었으며(4.0)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에 대한 요구가 분석되었음(4.1)

 서비스 영역에서는 쉬운 대출과 반납 에 대한 오프라인 서비스 요구와 이용자 인터페이스의(4.2)

용이성 과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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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이용자 집단이 도서관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게( )

제시됨 특히 신기술 을 적용한 서비스와 상황개선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2%) , (26%)

 신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사례가 제시됨 사례는 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한 도서.

추천 신청 도서 드론 배송 로봇의 대출반납 등 도서와 관련한 사례와 프린팅 체험, , /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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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증강현실 체험장 등 신기술 체험 사례 스마트농업시설 아쿠아리움 등 도서관 외 사례, , ,

등이 있음

 상황개선과 관련하여 콘텐츠 부족 장애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복사기기 서비스 등에 대한, , , ,

개선의 요구가 있음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함. ,

 특히 공간 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휴식 공간 쾌적한 공간 신기술 체험공간, (13%) , , ,

등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신기술

스마트 서가 드론 배송 소음, ,

측정 음성 인식 빅데이터, , ,

등GPS

책이 어떤 서가에 위치해 있는지 나타나게 하는 온라인 도서 신“ .”, “

청시 드론배송 또는 기간 한정제 이북대여 음성 인식이 있으면 좋”, “

겠습니다 소음측정 일정 수치를 벗어나면 사서가 주의를 줄 수.”, “ .

있는 기능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취향별 및 주요부분 선별”, “ ”, “3D

프린팅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상황개선
장애인 통합시스템 복사기, , ,

오프라인 서비스 등

장애우와 관련된 서비스 온 오프라인 동시 구축이 필요함“ .”, “ . .”,

통합시스텝구축 오프라인시 무인도서반납기에 부록 반납이 안되는거“ ( ,

예약도서는 지정된 데스크에서만 반납되는것 복사기기 완비)”, “ ”,

도서관 자리 장기 점유 이용자들 관리 기능“ ”

콘텐츠
검색 접근성 정확성 번역, , , ,

전자책 등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 및 자료를 쉽게 검색이 용이 했“

으면 한다 세계의 도서관 연결 번역 소프트웨어 디지털미디.”, “ / ”, “

어 자료 데이터 구비 필요 예 등의 자료 리스트 검색 신규 열람)dvd,cd / /

정도 등의 데이터”

공간
휴식 공간 전용 공간 대화, ,

공간 체험공간 등,

카페 활용과 휴식 공간의 확대를 통한 쉼과 명상과 독서의 기회 제“

공 전자책전자단말기 사용부스 오프라인 공간 자유 공간 대”, “ ”, “ . .

화 포럼 노트북 활용 공간을 좀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 “ .”

교육
컴퓨터 사용능력 노년층 대상,

교육 등

이용자를 위한 교육 체험 기회 제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 ”, “

로그램 제공 요청 컴퓨터 사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 “ (

드 엑셀 등, , PPT )”

홍보 안내판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판이 부족한 것 같“

습니다.”

기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현 시대성에서 무조건으로 필요함“ , ”

일반 이용자가 예측한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의 주된 집단은 전체 를4 (44.7%)

제외하고 청소년 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 순으로 분석됨(23.3%) (14.3%), (9.8%), (8%)

 이는 사서와는 달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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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로31.5%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프린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체험형, 3D (24.2%), (19.3%)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개방형 질문 이용자 집단은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신기술 적용보다 시스템( ) (17%)

구축이나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상황의 개선 이나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31%) (26%)

 상황개선 은 현재 도서관에 대한 불만족 사항 와이파이 제공 장애인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31%) ( , ,

등 과 미래 도서관에 대한 우려 현황 고찰 해외 벤치마킹 등 등으로 나타남) ( , )

 콘텐츠 는 주로 장서 확대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관련 사항이며 신기술 은 인공지능(26%) , , , (17%) ,

첨단기기 로봇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서비스 요구로 조사됨, ,

 특히 공간 과 체험 실습 문화 교육 등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있음 따라서 도서관 공간, (8%) , , , .

활용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기타 의견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역할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신기술 및 기기에4 ,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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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내용 답변 예

상황개선
벤치마킹 장애인 서비스, ,

와이파이 등

몸이 불편하거나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생각 선진국의 도서관 등의 벤치마킹 필요 시”, “ ”, “

스템 구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서들의 전문성

도 필요함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 .”

콘텐츠
장서 최신 자료, ,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등,

해외 도서 및 비도서 멀티미디어 의 최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 ( )

록 번역 제공 서적의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중요 도서관.”, “ ”, “

홈페이지 내 내 서재 기능의 대폭 보강 요망 즉 좀 더 개인화 관리가. ,

용이하도록 책을 더 많이 배치해주셨으면”, “ ”

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첨단 기기, , ,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또는 로봇 도입을 위한 오프라인도서관 첨단 장비 도입“ ”, “

이 시급함 음성으로 책의 이름을 말하면 책을 가져다 주거나 책이.”, “

높이 있어 꺼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책을 꺼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기기 변경 설치하여 이용자와 근무직원 쾌적.”, “

환경 제공”

교육
이용자 교육 연수 기회, ,

사서 교육 등

정기적인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시설구축도“ .”, “ ,

필요하지만 운용요원 확보 교육이 절실하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 .”, “

으로 하는 차 산업혁명 에 관한 연수 기회 숙지 제공 요망 차"4 " .”, “4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하나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 .

르쳐주세요.”

공간

체험공간 실습 공간 문화, ,

공간 교육 공간 창조와, ,

생산 공간 등

체험공간 제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실습 공간 활용“ ”, “ ”,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쇼핑 외식 등등 도서관에 포털 사이트와 같은 전천후.. , ”, “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체험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 된다면”

홍보 차 산업혁명 개념 홍보4
일반인으로 차 혁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야이다 더 많은 홍“ 4 .

보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

제 생각에는 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도서관은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건물이 되어있을 겁니“ 4

다 요즘에 서점처럼요 전자책 구비 소량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전자식 인공지능식 도서관은. .”, “ ( ) . ,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어른들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방치될 듯 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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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도서관 인식 조사 비교분석 및 총평:

01 차 산업혁명 인식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사서와 일반인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임4

 다만 사서가 일반인에 비해 관련 분야의 인지도와 관심도는 각각 와7.0%(3.42 vs. 3.19) 12.8%(3.74

높게 분석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vs. 3.31)

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관심도는4 사서의 경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순으로, , ,

이용자의 경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순으로 분석되었, , 음

 사서 집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한 서비스에 관심을 이용자는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등,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유추됨

도서관 분야에서의 차 산업혁명 전개4

수준은 사서와 이용자 그룹 모두 평균치인

보다 낮은 어렵게 추격 가능 한3 ‘ (2.192)’

수준으로 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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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4

사서와 이용자들은 평소 장비를 스마트 디바이스보다 더 자주 사용하였으며 사용 장비도IT

유사한 양상을 보임

 장비의 경우 사서가 업무를 위해 데스크탑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IT PC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사서는 장서에 적용되고 있는 사용 빈도가 높은 반면 일반RFID

이용자는 비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 등에서 많이,

경험해본 것으로 사료됨

 사서나 이용자 모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프린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경험은 드문3D

것으로 파악되며 전자책의 사용 빈도도 낮은 편으로 분석됨

개방형 질문 사서와 이용자의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개선사항은 그( ) 4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임

 사서는 주로 시설 환경의 개선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 기기의 구입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한 반면, , ,

이용자는 기기적용 보다 접근성 데이터 품질 시스템 오류의 개선 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

응답함

 또한 사서 응답 이외에 이용자 집단에서는 기기 대여 체험 제공 교육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 ,

분석됨

 사서와 이용자 모두 기타의견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고 응답 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 , 4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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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4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 변화에 대한 기대치 평점은 사서와 이용자 모두 유사한4

양상을 보임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발전과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정보의 양극화를 완화시킬4 ,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우세함

 다만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예측함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의 기대치는 세부 항목별로 차이를 보임4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역할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4

기대를 한 그룹이 지배적임

 이용자들은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별 영향력이 없을4 ,

것이라고 판단함

 특히 사서 집단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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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을 위한 기술과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에 대한4

예측은 사서와 이용자 그룹이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치함

 도서관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모두 빅데이터와 모바일 사물인터넷 기술 순으로 분석됨,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도서관 서비스 영역은 공통적으로 디바이스나 공간 등4

도서관 시설 환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필요기술과 도서관 서비스 영역 모두 사서들의 기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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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사서와 이용자는 모두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사서는 주로 단순 반복적 업무를 대체하거나 이용률이 높은 분야에 업무 부담률을 낮추기 위하여,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자는 주로 도서 검색 도서 추천 등과 관련한, ,

분야에 신기술이 적용되어함은 물론 더 나아가 사서의 주 업무 분야인 참고 서비스에도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로봇 사서에 대한 요구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관점의, ,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사서의 요구사항은 신기술 상황개선 교육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용자 요구사항은 신기술, , , ,

콘텐츠 상황개선 공간 홍보 교육 인력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분포함, , , , ,

각 도서관 서비스 영역별로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의 필요성은 사서나 일반 이용자 모두4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서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로 가장4.84

높았고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적용, (4.4),

기술전문 사서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

도 다소 높은 편임 반면 일반(3.9) .

이용자의 경우 인적자원 분야의 기술

적용 필요성은 다소 적게 공감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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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사서와 이용자가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디바이스 부분에 적용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특히 스마트 서가 등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가상. ‘ ’

배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4.5)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서는 오프라인 서비스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사서의 경우 이용자보다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4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정보 제공의,

용이성 정확성 시의적절성 지표 모두 이상으로 높게 분석됨, , 4.4

개방형 질문 사서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와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모두( )

신기술 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사서의 경우 신기술 서비스의 비율이 로 압도적인 반면 이용자의 경우 신기술70%

서비스의 비율은 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사서는 주로 업무와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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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신기술 이용자는 도서 도서관 이용에 관련한 신기술로 차이가 존재함, ,

 사서가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는 신기술 콘텐츠 상황개선 홍보 분야에 분포하는 반면 이용자가, , , ,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신기술 상황개선 콘텐츠 공간 교육 홍보 등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 , , ,

나타남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인 서비스를 예시를 통해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각 도서관 서비스 영역별 필요성을4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서가 이용자보다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

온라인 서비스와 인적자원에 대한 기술도입 필요성이 각각 와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4.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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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 이용자 그룹에 대한4

기대는 사서와 이용자가 다르게 나타남

 사서 집단은 특정 그룹보다는 전체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요구가 높은 반면 일반

이용자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요구사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는 설문 모집단의 연령 구성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개방형 질문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을 위한 의견은 사서와 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분야별로( ) 4

다양하게 제시됨

 사서 집단에서는 신기술 상황개선 교육 콘텐츠 공간 등에서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 , , ,

이용자는 상황개선 및 콘텐츠에 대한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기타 의견에서 사서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이면서 시급함을 지적한4 ,

반면 이용자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이용자, 4 .

인식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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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도출 및 전략적 방향점

표 제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른 전략적 지향점[ 20] 4

항목 구분 주요 시사점과 전략적 방향점

차 산업혁명4

인식

사서

사서 집단에서 제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반대로 도서관 분야4

현장 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서관( ) .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자체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 설계에 있어 사서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사물. ,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음(IoT), ,

사서 집단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는 약간 관심 있음 보통 매우4 (45.5%), (26.9%),∙
관심 있음 순임(18.9%)

도서관 분야의 차 산업혁명 전개 수준에 대하여 상당히 미흡 보통 어4 (33.1%), (29.9%),∙
렵게 추적 가능 순으로 수월하게 추적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에 그(29.6%) , 7.4%

쳤으며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함, .

분야별 관심정도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IoT)(28.4%), (25%), (23.3%),∙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순임(13.4%), (5.2%), (4.7%)

이용자

이용자 집단의 제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이며 도서관 분야의 수준 평가에4 ,

있어서 과반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이거나 어렵게 추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서 집단.

과 다르게 수월하게 추격 가능하다거나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

아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함 또한 신기술과 관련한 관심4 .

분야에 있어 모바일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사서보다 높음 따라서 도서관은 사서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요구 분석 전략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이용자 집단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는 약간 관심 있음 보통 별로4 (34%), (30%),∙
관심 없음 매우 관심 있음 순임(16.4%), (13.3%)

도서관 분야의 차 산업혁명 전개 수준에 대하여 보통 상당히 미흡 어렵4 (39%), (29.7%),∙
게 추격 가능 수월하게 추격 가능 선도적 위치 순임(22.9%), (7.6%), (0.8%)

분야별 관심정도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31.3%), (IoT)(25.1%), (20.5%),∙
순임(12.3%)

차 산업혁명4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현황

사서

사서 집단에서 업무를 위해서 빈번히 사용하는 장비는 데스크톱 와 스마트폰에 대한 지IT PC

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코드 외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해, RFID, QR

와 체험 기회를 포함한 업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또한 현재 도서관의 노후화된.

기기 예산 지속적 보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함, ,

사서 집단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디바이스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데스크톱 와 태그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PC RFID

업무상 태그 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드 역시 많RFID (60.7%) ,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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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27.9%)

그러나 웨어러블 북이나 구글 글래스와 같은 최신 디바이스를 사용해보지 못한 사서가 전∙
체의 각각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91%( 91.1%, 91.4%)

현재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 기기IT ,∙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 현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음,

이용자

이용자 집단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장비인 스마트폰을 도서관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으IT

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과 응용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

음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기술인 비콘 코드 등을 도서관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 QR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최신.

스마트 기기 체험 기화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련 서비.

스들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 특(

히 안내 홍보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 )

이용자 집단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 및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이며 비콘과(85.5%) ,∙
코드의 활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QR

이용자 집단은 사서 집단과 다르게 데스크톱 보다 스마트폰을 압도적으로 더 자주 사PC∙
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트북 또한 높은 빈도로 분석됨,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빈도도 사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일부 비콘과 를 제외한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도서관 활용도는 낮RFID∙
은 것을 분석됨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분4∙
석됨

불만 분야는 주로 기기 와 활용 에 있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30%) (30%)∙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과 신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의견이 있음,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

사서

사서들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용자,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음 따라서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야 사서들의 이러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사서들은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
각함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순임( (41.7%), (33.2%), (21.6%) )

사서들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대체로 그렇다 보통 매우 그렇다 순임( (37.2%), (26.1%), (19.2%) )

반면에 과반수의 사서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순( (32.9%), (31.4%), (19.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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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

산업혁

명시대

의

도서관

미래상

미

래

변

화

사서

사서들은 대부분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4

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직책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적, .

지원 또는 사서직의 새로운 업무 발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 매4 ( (51.6%),∙
우 그렇다 보통 순임(32%), (14.2%) )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 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4 ( (38.2%),∙
매우 그렇다 보통 순임(28.1%), (22.8%) )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양극화를 완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4 ( (35.2%),∙
보통 매우 그렇다 순임(27.8%), (16.7%) )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항목4 (- :∙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순임- (39.1%), (33.1%), (13.2%) )

이용자

이용자 집단은 대부분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4

있으나 정보의 양극화 해소에는 공감대가 다소 낮음 또한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내 일자리. 4

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도서관 내 사서직의 존재감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

서 업무 발굴이 요구됨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4 (∙
매우 그렇다 보통 순임(35.6%), (31.2%), (25.9%) )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 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4 (∙
보통 매우 그렇다 순임(31.9%), (28.8%), (27%) )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이 대체로 정보의 양극화를 완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보통4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순임(37.8%), (22.6%), (15.7%), (14.5%) )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함 항목4 (- :∙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7%), (28.7%),

순임(18.1%) )

기

술

별

사서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대 기술 모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특히 빅데이터와4 6 ,

모바일에 대한 기대가 높음 또한 도서관의 디바이스와 온라인 서비스에 기술이 적용되기 원.

함 따라서 사서의 주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서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 ,

향으로 적용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사서들이 생각하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을 위한 기술들에 대한 필요성은 모바일4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 순임, , , ,

사서들은 도서관의 시설 환경 디바이스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시설 환경 공간 인적자( ), , ( ),∙
원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의 순으로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이 중 인적자원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 영역에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덜 필요하, 4∙
다고 생각함

사서들은 주로 신기술의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인력 부족이나 전문인,∙
력 투입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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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4

석됨 그러나 디바이스의 개발을 요구한 사서 집단과는 다르게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영역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사서와 이용자의 관점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

의 개발과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주로 온라인 서비스 영역의 개발이 우선

요구됨

이용자 집단이 생각하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을 위한 기술들에 대한 필요성은 모4∙
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 순임, , , , ,

이 중 로봇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서 집단의 결,∙
과와 동일함

이용자 집단은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도서관의 시설 환경 디바이스 시설 환경 공간, ( ), ( ),∙
인적자원의 순으로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4

사서 집단은 디바이스를 최우선순위로 꼽았으나 이용자 집단을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영,∙
역의 진화를 요구함

이용자 집단은 사서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로 신기술의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지적하∙
였으며 인력보다는 콘텐츠 개발 및 상황 개선을 요구함,

영

역

별

사서

사서 집단은 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서가 배가에 있어 기술의 도움을 받고자 함, .

또한 단순반복 작업에 해당하는 대출과 반납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에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

하다고 응답함 따라서 사서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방향의 기술 적용이 우선되어야 함.

인적자원 영역에서 신기술 및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시설환경 영역에서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서비스 영역에서 쉬운 대출과 반납과 관련된 오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페4 ,∙
이스의 용이성 정확한 정보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 ,

답함

도서관에서 구현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을 활용한 업무지원/ , ,∙
을 받고자 하며 기존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관심에 맞춘 도서관 홍보 등이 있음, ,

이용자

이용자 집단은 주로 편의 시설 현황 정보 등을 알고 싶어 하며 소장 정보나 온라인 정보의,

검색 쉬운 대출 반납 등에 기술의 지원을 받고자 함 또한 책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지, , .

원 책 읽어주기 책 정리해주기 책 추천해주기 을 받고자 함 따라서 이용자 편의와 관련한( , , ) .

다양한 기술 지원 방안의 마련과 독서 관련 분야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이 우선 요구됨,

인적자원 영역에서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시설환경 영역에서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서비스 영역에서 쉬운 대출과 반납과 관련된 오프라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용이성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도서관에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로 책 읽어주는 서비스 자동 책 정리 서비스 책 추천, ,∙
및 검색 서비스 방음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사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를 요구하였으, ,

며 전자책이나 온라인 서비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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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제

공

집

단

사서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비스 제공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체를 대4

상으로 하며 신기술이 비교적 능숙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서비스 발굴이 우선됨,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주된 이용자 집단을 일반 전4 (∙
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어린이 순으로 응답)(56%), (16.8%), (12.3%), (8%), (6.8%)

이용자

이용자 집단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 집단을 위한 요구가 높음4 .

특히 어린이보다 장애인 서비스에 높은 관심과 요구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개발이 고려할 필

요성이 있음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주된 이용자 집단을 일반 전4 (∙
체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노인 순으로 응답)(44.7%), (23.3%), (14.3%), (9.8%), (8%)

인

프

라

사서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력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매우 강4

하게 느끼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실무자 교육을 받고자. .

하는 요구가 높으므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기술 제공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이 최우선 적으로 요구됨

사서들은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한4∙
다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됨 평균( 4.3)

특히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훈련에 대하여 매우 공감함∙
그밖에 핵심 분야별 응용 서비스 개발 이용자 지원도구 확충 최신 정보(88.1%), (87.1%),∙
제공 콘텐츠 보강 관련 지식 및 기술 보유 전문인력 보강 순임(87%), (83.2%)

추가의견

사서

사서들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의 열망이 높으며 신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이면에 존재,

하는 도서관의 기본 사명에 대한 고찰이 존재함 따라서 도서관의 기본 사명인 정보 전달에.

있어 신기술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됨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도서관 공.

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함

사서집단이 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의견은 다양한 분야별로 분포되어 있음∙
사서 대상 전문 기술 교육 정보 전달과 관련한 기본 사명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도서관,∙
의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제시됨

공간에 대한 고민은 도서관 공간의 협소함 새로운 기술의 체험공간 확보 등임,∙

이용자

이용자들은 신기술의 적용보다 현 시스템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 특히 네트워크.

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함 더불어 사서들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도 도서관의 공간 활용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미래를 위하여 신기술의 적용보다 통합 시스템 구축이나 해외 벤치마∙
킹을 통한 상황의 개선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와이파이를 포함한 네트워크에 불만족 사항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음∙
이용자들도 신기술과 관련하여 공간의 요구가 있음.∙
공간은 체험공간 실습 공간 문화 공간 교육 공간 등을 요구함, , ,∙



Ⅰ
도서관 업무별서비스별 정보화 신기술V. ․

도입 및 정보트렌드 적용방안

미래전략 및 서비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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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서관 업무별서비스별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

본 장에서는 장에서 언급된3•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들과4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조사/ 를 토대로, 도

서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별에 그리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별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신기술 도입 현황 검토

먼저,•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를 재정리한 후, 업무별 그리고 서비스별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 신기술 적용방식 분석

5.1.1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도서관의 업무별 서비스별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 기술을 위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보화 신기술과 연관하여 재정리함

도서관법의 조와 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설립 운영전략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2 28 , (2008.12) · ,「 」

도서관 업무 정의 등을 참고함

도서관에서는 정보화 신기술과 관련하여 도서 자료 정보 수집 정리 및 보존 도서 자료 정보‘ · · , ’, ‘ · ·

제공 도서관 상호협력 고문헌 관리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 열람 참고 이용자’, ‘ ’, ‘ ’ , ‘ · ’, ‘ ’, ‘

교육 독서활동지원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표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21]

항목 내용

업

무

도서 자료 정보· ·①

수집 정리 및 보존,

국내외 도서 자료 정보를 구입하여 이용자 접근성 및 신속한 검색 확률을 높이고 일· · ,∙
정한 규칙으로 분류 및 식별하는 체계 및 최적 보존 환경 구축 업무

도서 자료 정보· ·②

제공

국내외 학술정보기관 및 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대∙
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과 쾌적하고 조용한 시설 및 환경 구축 업무

도서관 상호협력③
국내외 학술정보기관 및 타 도서관 소장 도서자료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에∙ ‧
게 제공하는 업무

고문헌 관리④
오래전에 간행된 책 문서 서화 책판 등을 장기간 보존을 위해 최적의 보존환경 유지, , ,∙
및 체계적인 관리 업무

서

비

스

대출 열람·① 도서대여 대여기록 유지 또는 공간 제공을 통해 독서 및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

참고②

이용자 정보요구 질의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해 주는 정보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주제를 사전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자,∙
동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교육③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서비스∙

독서활동지원④

독서와 토론으로 개인 정신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비스, , ,∙
신체장애인 정보소외지역 거주자 의료기관 입원자 군사시설 및 교도소 복무 근무, , , · ·∙
복역 등의 특수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 노인 비문해자 등의 대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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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도서관 업무별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

도서 자료 정보 수집 정리 및 보존 업무· · ,
항 목 주 요 내 용

기술 기반RFID

도서 및 이용자 관리

시스템

기존에는 자료의 식별을 위해 바코드를 활용하였으나 자료 확인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리더와∙
바코드를 밀착시켜야 했으며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하였음,

는 바코드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으로 를 로RFID RFID Tag RFID Reader∙
식별하며 한 번에 여러 개의 태그 인식이 가능함,

기술 기반 도서 관리 시스템은 도서에 를 부착하여 장서관리 대출 및 반납 위치RFID RFID Tag , ,∙
추적 등 도서관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임

자료 확인 위치추적 분류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며 도서관 이용의, , ,∙
편리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자료식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대출증에 이식된 의 로 식별하여 무인도서 대출 및 반RFID Tag ID∙
납 시스템 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 예약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음,

RFID Reader RFID Tag 부착 도서RFID Tag 이용자대출증

도서 및 이용자 관리 시스템RFID



- 139 -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업무· ·

싱가포르 A*STAR

사서 로봇

정보통신연구소 소속 명의 연구원이 개발한 오로스A*STAR 4 ‘ (AuRoss: Autonomous∙
로봇으로 시간 도서관 전체를 스스로 순회하며 태그를 스캐닝RoboticShelf-Scanning)’ 24 RFID

하고 엉망으로 꽂혀져있는 책들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함

도서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음

항 목 주 요 내 용

데스크탑 및 모바일로

도서 자료 정보 제공· ·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장서가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전자책 또는 전자잡지를 대출하여 열람하거나 오디오북,

을 청취하거나 동영상 강좌를 이용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을 선택하면 주기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수신할 수 있음

유무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저작권 보호 기법 등의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합되어, ,∙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 도서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정보의 주제 및 유형에 구애 없이 지역정보를 제공함∙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은 홈페이지 내 인천문화관련자료 를 통해 인천 및 영종도 관련- ｢ ｣
역사정보를 수집 및 제공

서울특별시 강서도서관은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정보 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지역의 문화- ｢ ｣
정보 및 지역정보를 수집 및 제공

서울도서관은 홈페이지 내 서울지식공유 를 통해 서울지역의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특히 서울도서관은 타 도서관의 사례와 달리 서울시에 관한 각종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결과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개방형 지식 형태로 제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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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관 전자책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강좌

세종도서관 영어 동영상 강좌 서울특별시 강서도서관 지역문화정보

기반 소장OpenAPI

도서 및 자료

검색 플랫폼 공유

대부분의 도서관은 웹을 기반으로 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나 자료를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기관에서 쉽게 검색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형태로 검색서비스 플랫폼 개발, , OpenAPI

을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공공데이터포털 에서 제공하기도 함, (http://data.go.kr)∙

도서관 활용하여 제작된 서울도서관 앱OpenAPI 국립중앙도서관 신청사이트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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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동화구연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형스크린에 동화의 내용이 재생되고 증강현실 기술로 어린이들이 화면의∙
동화 내용에 같이 투영되어 동화 속에 참여하는 것 같은 실재감을 주는 프로그램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 공공도서관까지 도입되고 있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가상 전시실

Biblioth∙ 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è 에서는 년에 의 주도로bec(BAnQ) 2015 BAnQ

수행된 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세계The Library at Night(La bibliotheque, la nuit)

개의 도서관을 가상현실 디바이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10

미국뉴욕공립도서관

디지털 갤러리

미국뉴욕공립도서관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디지털 갤러리는 도서관이 소장한 출판물 원고, ,∙
지도 등 만점이 넘는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70 (https://www.nypl.org/research/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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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협력 업무

항 목 주 요 내 용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KOLAS III)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으로 표준업무체계를 준수하며 자료관,∙
리 및 전자도서관 관리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를 중심으로 국가자료공동목록사업 국가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 협력 협력형 온라인KOLAS III , , ,∙
지식정보 서비스 등의 도서관 협력이 수행됨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책바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책바다 서비스에는 전국 개 도서관 명 회원이 참여977 , 58,187∙
하고 있으며 참여도서관 대상으로 자료검색 상호대차 신청내역 회원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 ,

있는 를 제공하고 있음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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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관리 업무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

국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웹상에서의 질의에 신속 정확하게 지식정보를 제공 및 응답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참여단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정보요구 질의로부터 시작된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
비스는 단위도서관에서부터 답변을 시작하여 미해결 시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순으, ,

로 질문이 이첩되어 답변이 제공

국가자료공동목록사업

(KOLIS-NET)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 종합목록 공동구축 및 활용 가능한 제공DB OpenAPI∙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 간의 협력 작업을 통해 최적화된 목록 목차 초록 정보를 생성하여, , ,∙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책이음서비스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책이음 서비스 참여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최초 가입 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가입 시,∙
바코드와 가 부착된 책이음 이용증으로 다른 참여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RFID

항 목 주 요 내 용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간 공조시스템24

규장각은 서고의 공기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24∙
미세먼지까지 여과시키는 헤파필터 공조시스템으로 정화된 공기를 서고로 유입함99.9%∙
규장각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로 기계 및 화학 지식 및 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시스템IT,∙
을 활용하여 서고 보존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온습도 및 공조시스템 관리 모니터 서고 미세유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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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도서관 서비스별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

대출 열람 서비스·

항 목 주 요 내 용

시스템을RFID

활용한 무인대출반납

시스템

도서는 의 로 식별하고 이용자는 가입 시 이용자 번호가 부여되고 대출증에RFID Tag ID , ,∙
부착된 와 바코드가 해당 이용자 번호와 연계되어 대출기록이 도서의 와RFID tag RFID

이용자 번호와 함께 기록됨

시스템이 도입되어 무인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도서도난 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RFID ,∙
도서관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열람석 사용이 증가하여 불편사항이 크게 대두됨.∙

기술 기반 좌석예약관리시스템으로 좌석을 예약관리할 수 있음RFID ‧
분야의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관련 기록들을 쉽게 디지털 데이터IT RFID∙

로 변환하여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추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

추천도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함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도서관에 적용된 정보화RFID∙
신기술 중에서 가장 기술 성숙도가 높음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서 분실 및 도난 방지 시스템 좌석예약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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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비콘 기반

이용자 서비스

비콘 출입인증 기술은 의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저전력IT (BLE: Bluetooth Low∙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가 부착된 출입증을 발급할 필요Energy) RFID Tag

없이 개인 휴대폰의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키면 동작함

처럼 무선통신으로 인식하지만 통신 거리가 보다 길어 출입 이외에도 도서관내에RFID , RFID∙
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비콘을 활용하여 특별 전시회 정보 도서 카드의 만기 정보 연체 정보 어린이 행사 정보, , ,∙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오렌지카운티 공공도서관 하프할로우힐 지역( , ,

도서관 등)

도서관내 비콘을 설치하여 도서관 전시물들을 이용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오클라호마 도서관 등( )

도서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위치정보를 비콘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부모들에게 알려∙
주는 아이지킴이 비콘 서비스 제공 광명소하도서관 등(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비콘 오클라호마 대학 도서관 경로안내 시스템(NavApp)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비콘을 활용한 도서관 출입 도서 열람석 관리 시스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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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비스

항 목 주 요 내 용

개인화

알림 서비스

초기에는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관심정보를 등록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관련 정보∙
를 방식으로 보내는 형태였음 이러한 정보는 수신하는 이용자의 상황이나 업무와 관계없“PUSH” .

는 정보로 인식되어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최근에는 블루투스 기반 비콘이나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도서관 내에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WiFi∙
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음

비콘 기술로 획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
의 앱을 활용하여 자료 위치 알림- Orlando Orange Country Library BluuBeam

사의 솔루션 도서관 이벤트 정보 목록검색 결과 등의 서비스 제공- Capira Technologies ,

챗봇 기반

참고 서비스

채팅 과 로봇 의 합성어로 사람과의 문자 대화로 질문에 대한 답이나 연관 정보를(Chatting) (Robot)∙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대화형 메신저 채팅하는 로봇임(AI) ,

챗봇 초기에는 키워드에 대한 정해진 답변을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이용자의 질문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음

페이스북 텐센트 텔레그램 킥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음, , , , , ,∙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도서관의 주요 법률 자료 법률도서관 연구 지침 및,∙
외국 법률 연구 자료에 대해 참고면담 서비스 제공

인터파크도서는 챗봇 톡집사 집사 와의 대화로 관심사와 도서구매 이력을 분석해 책을‘ (Talk )’ 1:1∙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 상품추천 가격할인 고객문의 등 세 가지 서비스 제공. , ,

미국의회법률도서관

챗봇(Law Library of Congress)

인터파크 책 추천 챗봇 톡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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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실내 환경IoT

알림 서비스

청소년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은퇴 세대들도 도서관을 많이 찾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이 심각하여 도서관 실내 공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국도서관협회와 케이웨더가 공동으로 공공도서관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기반의 심신이‘IoT∙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소재 개 도서관에 센서 미세먼지 온도’ 25 ( , ,

습도, CO2 소음 를 설치하고 실시간 앱으로 실내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VOCs)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기반 실내 환경 관제 및 앱 기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IoT∙

실내 공기 측정 현황 과제 시스템 케이웨더( , AirGuard-K)

실내 공기 측정기 및 앱 케이웨더( , AirGuar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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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교육 서비스

독서활동지원 서비스

항 목 주 요 내 용

인터넷을 통한

e-learning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 강좌 등 정보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 ,∙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제공 의정부과학도서관 관악구통합도서관 안양시립도서관 구리시립( , , ,

도서관 상명대학교 도서관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 , , )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

프린터 스캐너 가상 증강현실 웨어러블 컴퓨팅 등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체험 형태로 제공되거3D / , / ,∙
나 가상 증강현실 및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를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NC State

University Libraries, Ryerson University Library&Archives, McGill library, Penn State University

홍성도서관 당진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Libraries , , , )

항 목 주 요 내 용

데이지 온라인

딜리버리 서비스

(DAISY Online

Delivery Service)

온라인 데이지 딜리버리 프로토콜 은 독서 장애인의 온라인(Online DAISY Delivery Protocol)∙
도서관 구축을 위해 데이지 컨소시엄이 제안한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제작된 온라인 데이

지 도서관용 미들웨어임

데이지 레이어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독서보조기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독서 장애인,∙
은 전국 공공 및 민간 장애인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도서자료를 없이도 바로 접할 수 있음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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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정보트렌드 분석

5.2.1 신기술 분석 기준 및 개요

기술성숙도 는 미국 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NASA

관리의 목적으로 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관성이1989 ,

있어 널리 활용되는 지표임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기술수준 분석을 위해.

기술성숙도 지표를 분석 기준으로 활용함

표 기술성숙도[ 22] (TRL)

연구개발단계 단계TRL 내용

기초연구

단계1 기본원리발견 기초이론 정립 단계∙
단계2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응용연구

단계3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 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 검증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단계4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3∙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등∙

단계5

유사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소재 부품 시스템의 실험실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시제품 샘플은 수개 미만인 단계1~∙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의약품은 파일럿 설비를 구축 등GMP∙

개발연구

단계6
유사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럿 규모 복수 개 양산규모의 정도 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 완료( ~ 1/10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
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기관에서 전임상 시험 완료 단계GLP∙

단계7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 평가∙
의약품의 경우 임상 상 및 상 시험 승인2 3∙
가능하면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KOLAS∙

단계8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 허가 등,∙

- 단계9 상용제품생산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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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에서 실제 활용되어 도서관 서비스 및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기술

성숙도가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단계인 단계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8

또한 국립 도서관 환경에 최적화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완이 이루어져야, (customizing) , ․ ․
되는 특징 때문에 국외보다는 주로 국내의 수준 높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요건들과 이전 장들에서 조사분석된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챗봇 스마트그리드(ChatBot),․
로봇 물품관리시스템 시스템을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로 선정하고(SmartGrid), (Robot), , IoT

정보 트렌드를 분석함

그림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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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정보트렌트 분석

챗봇(ChatBot)

항 목 주요 내용

기술 개요 및

특징

챗봇이란 채팅이라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해진 응답규칙 또는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내용∙
에 따라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임

챗봇은 정해진 응답규칙 또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에 의해서 동작하지만 현재,∙
의 대부분 챗봇은 이들 개의 방식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2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로서 이용자의 질의문장을 형태소 분리 자연어 처리, (Token/Parse),∙
로 인지 후에 패턴매칭 또는 기계학습(NLP/Validate) , (D-Search) (D-Machine Learning Engine)

으로 도출된 답변 전달

출처 데이터엔지니어스랩( : )

현재 가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제품으로 가장 상용화가 많이 된 기술임SW∙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상용화 기술임 개인화 도서관→∙

기술 한계 및

발전방향

한글의 자연어 처리 어려움 기계학습 데이터 부족 최적의 기계학습법 도출 어려움으로 대화하듯이, ,∙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전달 또는 개인화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까지는 구현되지 못함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용자 패턴 데이터가 수집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되어야 함-

인공신경망 기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학습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Deep Learning)

년 동안 오르던 구글 번역기 평가 점수가 딥러닝 기술 적용 후 년 만에 상승(10 0.1 1 0.94 )

관련 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프린팅3D 빅데이터 VR/AR 드론

● ◐ ◐

도서관 활용

분야

도서관 업무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업무: · ·∙
도서관 서비스 참고 서비스:∙

기술성숙도

(TRL)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

관련 기업체

머니브레인(www.moneybrain.ai)

노마드커넥션(www.nomadconnection.com)

LG CNS(www.lgcns.co.kr)

아임클라우드(www.imcloud.co.kr)

와이즈넛(www.wisenut.com)

삼성SDS(www.samsungs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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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SmartGrid)

항 목 주요 내용

기술 개요 및

특징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
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임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전기 공급 관리를 가능하게 함∙
스마트그리드의 대표적인 기술인 는 건설기술과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ICT∙
기술 에너지기술을 융합하여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 ·

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는 대표적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임

년 코엑스가 최초로 를 설치한 후 연간 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2006 BEMS 10 ,∙ 삼성

전자 서초사옥 케미칼 연구소 강원대 신라대 마산대 등에 도입, SK , , , 함

설치기관 주 요 기 능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사업명 기반 구축: IT Green Campus Solution∙
수행기관 삼성전자 주 에코다 주 티움솔루션즈: ( ), ( ),∙
사업비 총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350,000 : (160,000 ), (190,000 )∙
에너지절약효과 에너지절감률 투자비 회수 기간 년 예상: 7%, 7.8∙
주요 내용 그린 기반 개발을 통한 대학 시설에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퍼스: IT BEMS ,∙
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감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를 구축함Green IT Campus

충북대학교 내

대학 건물

개21

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캠퍼스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수행기관 유비콤 기업 대단 기업 구성이앤드씨: (ICT ), (ICT ), (ESCO)∙
사업비 총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589,146 : (220,000 ), (369,146 )∙
에너지절약효과 에너지절감률 투자비 회수 기간 년 예상: 5.6%, 3.2∙
주요 내용 유비콤에 위치한 클라우드 가 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통합 관리 최대수요전: EMS 21 ,∙
력제어 및 재실 감지센서로 자동 제어 클라우드 서버 원격 접속 실시간 확인 및 제어. EMS ,

손해보험LIG

인계사옥

사업명 기반의 건축물 군 지역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IT / N-BEMS(Networked -BEMS)∙
수행기관 손해보험 주 엔설팅 주: LIG ( ), LIG ( )∙
사업비 총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650,000 : (250,000 ), (400,000 )∙
에너지절약효과 에너지절감률 투자비 회수 기간 년 예상: 15.5%, 6.67∙
주요 내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측정과 최적 제어를 위한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에너: IT .∙
지 기반 설비 자동제어 비효율 에너지 부분의 개선 시설물 운영관리 구축, ,

최근 기술을 바탕으로 우암코퍼레이션 주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등에서는 소형 저비용으로도, IoT ( ), ·∙
원격검침 및 전력 사용 관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도서관에서 상황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여 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 똑똑한 도서관→∙

기술 한계 및

발전방향

는 도입 및 구축비용이 고가이고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추가 비용 발생 강원대학교 억 천만BEMS ( : 3 5∙
원 손해보험 인계사옥 억 천만 원 등, LIG : 6 5 )

도입 대비 한계효용 및 에너지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며 국가지원 사업 검토 필요 사업- , (ESCO )

연관 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프린팅3D 빅데이터 VR/AR 드론

◐ ◐ ●

도서관 활용

분야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기술성숙도

(TRL)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

관련 기업체
인코어드테크놀로지(www.encoredtech.com)

한전KDN(www.kdn.com)

우암코퍼레이션(www.wooam.com)

서창전기통신(www.sc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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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Robot)

항 목 주요 내용

기술 개요 및

특징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로봇은 제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임IT 4∙
일반적인 인간과 유사한 운동능력 지각능력을 가진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분야 또는 특, ,∙
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은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제품들도 다수 존재,

최근의 로봇들은 실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실내위치측위 그리고 자율주행기술이 융합되어 실

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다니거나 특정 목적지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음

또한 특정 목적이나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질의응답기술을 통해서 안내하는 로봇들은 상용화 수준에 이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 개인화 도서관→∙
기 업 주 요 기 능

전자LG

LG CNS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자가 지능형 로봇 서비스 도입 제휴 협약 체결2016 7 1 LG ‘ ’∙
년 월 로봇 공개 및 인천국제공항 현장테스트2017 1~2 CES 2017∙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내로봇 대 과 청소로봇 대 시범서비스2017 7 21 (3 ) (2 )∙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능형 로봇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2017 9 14 ‘ ’∙
전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는 실시간 대용량 처리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LG , LG CNS

년 월 년 월 대 로봇 도입 입국장 대 출국장 대- 2017 9 ~2018 6 (14 , 6 , 8 )

년 월 평창올림픽 시범 운영 수행- 2018 2

출국장 로봇은 대기인원 파악 게이트 안내 기내 반입금지물품 홍보 담당- · ·

입국장 로봇은 수하물 수취대 번호 안내와 승객 대면 음성 안내 업무 수행-

퓨처로봇

로보월드 에 참가해 년 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를‘2017 ’ 2018 2∙
제공할 안내 로봇 퓨로 를 비롯해 완성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제작‘ (FURO)’

퓨로 안내 및 경비용 로봇으로 외식업체와 콘도 전시관 홍보관 등에서 활용 만원-S: , , (7,500 ~)∙
퓨로 광고 홍보용 로봇으로 쇼핑몰과 백화점 호텔 극장 등에서 활용 만원-D: · , , (4,300 ~)∙
퓨로 교육 실버 세대 케어 보안용 로봇으로 개발됨 만원-i: , , (90~100 )∙

퓨로 로봇 퓨로 와 퓨로( -Desk -D) 의 청소로봇과 안내 로봇 인천국제공항 시범 운영LG ( )

기술 한계 및

발전방향

비용이 고가이며 특정 분야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최적화작업이 필요함,∙
국책 사업 연계 진행 필요 도입 대비 한계효용 및 효율성 분석과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함- ,

연관 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프린팅3D 빅데이터 VR/AR 드론

● ◐ ● ● ◐

도서관 활용

분야

도서관 업무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업무: · ·∙
도서관 서비스 참고 서비스 이용자 교육: ,∙

기술성숙도

(TRL)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

관련 기업체 LG CNS(www.lgcns.com) 퓨처로봇(www.futurer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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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시스템

항 목 주요 내용

기술 개요 및

특징

물품관리시스템은 인건비 절감 물류 및 유통의 효율성 때문에 꾸준히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었고, ,∙
상용화를 통해 비용절감 물품관리 효율성 상승 기업 투명성 제고 등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음, ,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자동 물품 이동 선반과 전동카트IoT 를 들 수 있음

또는 비콘의 실내 신호세기 지도와 비전 기술을 융합한 실내측위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물품WiFi∙
이동 선반은 사람 없이도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음

센서를 전동카트에 결합시킨 전동카트는 실내 환경 지도를 제작하거나 근력 증강 기술로IoT IoT∙
쉽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이동할 수 있음

수서업무 공간 활용 장서 활용 측면에서 스스로 의사결정 똑똑한 도서관, , →∙
기 업 주 요 기 능

네이버

랩스

에어카트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에 사용하는 기술을physical Human-Robot Interaction (pHRI)∙
적용하여 카트의 움직임 추진력과 방향 제어( )

운전자 조작 의도를 손잡이의 힘센서에서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카트 움직임을 제어∙

및M1

AROUND

실내 지도 생성은 위치 파악과 경로 생성은 가 대신하기 때문에M1, map cloud ,∙
본체에서는 저가의 센서와 낮은 프로세싱 파워로 장애물 회피 등의 기본적인AROUND

기능만 갖추고도 정확도 높은 자율주행 수행

Vebego

과 합작해 만든 청소 카트는 카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건물 내부의 습도 이산화탄소 온KPN IoT , ,∙
도 먼지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 수집,

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달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아마존

재팬

신규 물류창고 아마존 가와사키 의 시스템은 상품을 보관하는 네모난 선반FC AR(Amazon Robotics)∙
을 드라이브라는 자동운전 로봇으로 이동시켜 지역 바닥에 내장된 바코드를 읽어 위치를 파악하AR

고 창고 내부를 이동하면서 제품 운반

네이버의 AROUND & AIRCART 의 청소 카트Vebego

기술 한계 및

발전방향

일부 시스템은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자동 물품 이동 선반과 전동카트를 융합하여 도서관에 도입하는 것이 유용함IoT∙

개발 및 상용화 시간 필요 시범 운영 필요 융합된 시스템 위해 기업과 연계 및 개발 사업 필요- , ,

연관 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프린팅3D 빅데이터 VR/AR 드론

● ● ◐

도서관 활용

분야

도서관 업무 도서 자료 정보 수집 정리 및 보존: · · ,∙
도서관 서비스 대출열람 서비스:∙

기술성숙도

(TRL)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

기업체 네이버랩스(www.naverlabs.com) Vebego(www.vebe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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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IoT

항 목 주요 내용

기술 개요 및

특징

시스템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기존의 센서와 달리 센서의 측정값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전달하여IoT ,∙
데스크탑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 관제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임, PC ,

도서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인지 신속한 공지가 가능한 시스템, ,∙
구축 선행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기반 지속적인 도서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 IoT

또한 이용자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패턴 데이터 축적이 선행하는데 이를 위해, ,∙
서는 이용자의 패턴을 센싱하고 센싱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줘야 함IoT‧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소음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을 모니터링, , CO2, 할 수 있는 시스템 뿐만 아니

라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 조절하는 방식도 상용화되어 있음

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으로 최적의 도서관 환경 제공 개인화 도서관 똑똑한 도서관4 /→∙
종 류 주 요 기 능

케이웨더

(KWearther)

국내의 국 공립기관과 언론 방송기관을 포함한 약 업체에 기상정보와 예보를 제공· 4,000∙
기술을 적용한 에어가드 는 실내외공기상태 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 측정할 수IoT K ( , , , , VOCs)∙

있고 모바일앱과 통합공기관리시스템 를 통해 관제할 수 있음(TAQMS)

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한국도서관협회와 개 공공도서관2015 (NIA) 25∙
에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장관상도 수상하였음

코너스㈜

(CORNERS)

정보통신 및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재난 방재시스템을 개발하는 국내 선도 기업으로 재IoT∙
난상황 인식 센서와 컴퓨터 통신모듈 등을 장착한 스마트스테이션으로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대피로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불꽃 유독가스 열 온도 센서의 기술과 안전 대피로를 산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함, , / IoT∙
대통령경호실 롯데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 하이닉스 공장에 스마트 대피 시스템 구축 진행, , SK∙

네스트(NEST)
개인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온도조절기가 유명하고 최근에는IoT , CO∙ 2센서,

초인종 등으로 기술을 선보이고 있음CCTV, IoT

케이웨더의 에어가드K 네스트

기술 한계 및

발전방향

도서관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최적화작업이 필요∙
국책 사업 연계 또는 도서관 예산으로 전문 업체와 최적화하는 과정 필요→

연관 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프린팅3D 빅데이터 VR/AR 드론

◐ ● ◐

도서관 활용

분야

도서관 업무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업무: · ·∙
도서관 서비스 참고 서비스 이용자 교육: ,∙

기술성숙도

(TRL)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

기업체 케이웨더(www.kweather.co.kr) 퓨처로봇(www.futurer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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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 목 주요 내용

장애인 보조장치

테클라- (Tecla)-

테클라는 뇌졸중 루게릭병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
동작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이용자가 발로 휠체어를 가볍게 치거나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 가능한 동작을 미리 테클라에∙
등록하여 휴대전화나 컴퓨터 작동 가능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독서 부스 또는 대면 낭독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음∙
약 만원Komodo OpenLab(gettecla.com) - 50∙

기술성숙도 단계(TRL) : 8∙

생체인식기술

지정맥인식- -

지정맥인식 기술은 적외선을 쏘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혈∙
관이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혈관 패턴이 사람마다 유일하고 살아 있는 사람의 손가락만 인식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위변조가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함,∙
도서관 이용자 이용패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의 주요키 로 활용DB (primary key)∙
코리센 히다찌(www.korecen.com), LG (www.lghitachi.co.kr)∙
기술성숙도 단계(TRL) : 9∙

광학문자인식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은OCR∙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영상을 컴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등의 형식으∙
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나 기계 시각 기술을 기반으로 함(machine vision)

도서관에서 도서들에 대해서 디지털 작업을 통해 획득된 이미지에 대해서 을 통해서 문자들OCR∙
이 획득된다면 활용도가 커질 것임 예를 들어 과 기술을 융합하면. , OCR TTS(Text To Speech)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서들이 대폭 확장될 수 있음

레티아 국회도서관 및 음성서비스 구축 사례 보유(www.retia.co.kr) - OCR∙
기술성숙도 단계(TRL) : 9∙

번역기

픽셀버드- -

구글에서 만든 픽셀버드라는 이어폰은 스마트폰인 픽셀 폰과 연동하면 한국어를 포함하여 개2 40∙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할 수 있음

구글이 년 동안 번역 품질 점수 점 를 점 올렸는데 최근 인공신경망의 딥러닝 기술을10 (0~6 ) 0.4 ,∙
활용한 구글 번역 기술이 년 동안 평균적으로 점 한국어는 점이 올렸음1 0.64 , 0.9

구글의 한국어 영어 번역 품질을 개선 결과 이용량이 두 달 만에 증가했다고 함- , 50％∙

테클라(Tecla) 지정맥인식기 코리센( ) 번역기 픽셀폰 픽셀버드 이어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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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ICT

5.3.1 기존 도서관의 기술 도입 및 실행 의의ICT

현재까지 도서관에 적용된 신기술들은 도서 도난 및 분실 방지 등 도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었음

초창기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책을 열람 못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장 및 전자기 유도 방식 기술을 활용한 감응 테이프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그 이후 빛의 반사율의 차이를 활용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출 반납 관리를 통해서·

도서의 대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최근에는 바코드와 호환되면서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바코드RF(Radio Frequency)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RFID 을 도입하여 사서가 한권씩 수동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게 되었음

기존의 신기술 도입들도 결국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도서 관리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도서 현황을 제공하여 대출 계획에 도움을 주고, ,

도서관은 대출 및 반납 관련 기록을 통해서 이용자를 위한 도서 구매 정책을 세울 수 있었음

그림 도서 관리를 위한 도서관 적용 신기술의 변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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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 도서관 현황 데이터 인프라 구축ICT 1 :

01 도서관 현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도서관 현황 데이터

 미래의 도서관도 이용자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도서 대출 및 열람 동향 파악에서,

벗어나 이용자 요청 시 해당 이용자에게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종류는 정보 도서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으로 다양함, , , ,

 그래서 미래의 도서관은 도서‘ ’보다는 이용자‘ ’ 에 대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자에 대한 대출 반납 기록 뿐 아니라,

도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활용 패턴에 대한 도서관 이용 데이터 필요

 도서관 관련 정보와 함께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 또는 도서관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 ,

휴일 계절 지역별 발전 계획 뉴스 등 외부 환경 데이터도 필요, , , , SNS

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4

 앞서 살펴본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들은 모두4 , ,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수집되어야만 실현가능한 기술임 즉 빅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함. ,

 제조 산업의 쌀 철강‘ ’, 전자산업의 쌀 반도체‘ ’처럼, 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은 데이터4 ‘ ’임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중요성은 카카오내비 카카오택시 티맵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을 통해 지역상권 유동인구 지역경제 교통혼잡도 등의, , ,

소비자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함, ,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인 모델인4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생산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 등의 연구결과 및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

인더스트리 표준화 위원회를 출범시킴4.0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있으며 독일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 표의 개, , 5

분과로 주제가 나누어 져서 진행됨

표 독일 인더스트리 의 표준화 위원회 플랫폼 인더스트리 의 분과[ 23] 4.0 ‘ 4.0’

분과 주요 내용

Working Group 1 표준화 참조체계 구축(Reference Architecture)∙
Working Group 2 연구와 혁신∙
Working Group 3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
Working Group 4 법적 체계∙
Working Group 5 노동 직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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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서관 현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실행 및 운영 방안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국립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부터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연계가 가능한 도서관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까지 연, ,

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구축해야 함·

•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서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공유 저장 기준 및 요구사항 도출 데이터 표준화, , ,

및 품질관리 체계 기반 마련 시스템 구축 방안 클라우드 또는 자체 시스템 등이 추진되어야 함, ( )

•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추진 계획 안( )

단계 년 시범운영사업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단계 년 시범구축사업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1 (2 ): ( , ), 2 (1 ): ( , ),

단계 년 구축운영사업 공공도서관까지3 (1 ): ( )

 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데이터와 외부 환경 데이터를

수집 연계 저장 공유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필요ᐧ ᐧ ᐧ ᐧ
 공유 플랫폼에 수집되는 데이터 범위는 도서관 이용 데이터 와 외부 환경 데이터 를 포함함‘ ’ ‘ ’

 도서관 이용 데이터 는 대출반납 데이터 예약 기반 열람실 이용 데이터 디지털 열람실 미디어‘ ’ , ( ,‧
열람실 세미나실 등 출입데이터 일반열람실 이용데이터 접속 데이터 비콘 접속 및 사용, ), , , WiFi ,

데이터 전원 사용 데이터 도서관 환경 데이터 등 도서관 이용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함, ,

 외부 환경 데이터 는 도서관에서 생성되지 않지만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달력‘ ’ , ,

지역별 발전 계획 뉴스 등의 데이터를 의미함, , SNS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관점에서 도서관 유형은 그림 처럼[ 21]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연계가 가능한 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 ), 자체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도서관

공공도서관( 1),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 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그림 도서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유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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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산학 거버넌스로 구성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각 도서관의 데이터 수집공유저장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 · 해야 하며 이 요구,

사항에 따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표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수집 공유 저장 기준 안[ 24] , , ( )

구분 주요 데이터 데이터 공유 플랫폼 수집 주체 공유 범위 및 저장 대상,

도서관 이용 데이터

도서 대출반납‧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전체( ) ( )→

예약 기반 열람실 이용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출입기록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일반열람실 이용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접속 정보WiFi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비콘 접속 및 사용 정보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전원 사용 정보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도서관 환경 데이터 도서관 수집 전체 플랫폼 저장 및 공유 통계( ) ( )→

외부 환경 데이터

기상 정보 플랫폼 수집 및 공유 전지역 도서관 저장 해당 지역( ) ( )→

달력 플랫폼 수집 및 공유 전지역 도서관 저장 해당 지역( ) ( )→

뉴스 플랫폼 수집 및 공유 전지역 도서관 저장 해당 지역( ) ( )→

SNS 플랫폼 수집 및 공유 전지역 도서관 저장 해당 지역( ) ( )→

지역별 발전 계획 도서관 수집 해당 지역 플랫폼 공유 전지역( ) ( )→

도서관 현황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은 도서관 현황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전문 기관 또는 기업의 컨설팅을 실시해야 하고 그 이후, 공유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이 필수임

 대부분 기관들은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데이터 표준화

수립을 위한 지침과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관 사이에 데이터 연계는 물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다른 도서관과 연계되는 데이터의 경우 그림 처럼[ 22] 데이터 형식 또는 인코딩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깨진 데이터로 인식 되는 경우, 값은 있지만 데이터의 의미를 몰라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함

 데이터 표준화란 각 단위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명칭 및 도메인에 대한 표준 원칙을 수립하여

표준 데이터를 구축한 후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임

 한글 논리 명영문 물리 명 명명 규칙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데이터 형식 등에 대한 기준을( ) / ( ) , , ,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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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 표준화[ 22]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이용자의 입력 오류 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깨진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필요함

 도서관 이용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시 데이터의 신뢰성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 · ,

관련 도서관들이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선행이 필수

 품질관리체계는 그림 처럼 품질관리 정책 조직 품질관리 활동 품질관리 인프라의[ 23] (1) · , (2) , (3)

개의 구성요소가 정의되어야 함3

그림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개념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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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 처럼 단계로[ 24] 4

이루어지는 품질관리 단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운영 단계[ 24]

 계획단계에는 품질관리 규정 마련 및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

 구축단계에는 데이터 구조 일관성 및 산출물 품질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수립 적용 점검· · ,

구축단계 데이터 산출물 목록 정의 설계 구축 시 산출물 작성 및 관리를 수행 필요, ·

 운영단계에는 보유 데이터의 품질진단 상시 실시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데이터 식별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 수행 주요 산출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화 점검 등이 필요,

 활용단계에는 품질오류 신고에 따른 접수 및 오류개선 체계를 확보하고 데이터 생성기관은,

품질진단 및 오류신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신속한 개선 조치 실시함

도서관 내에서의 이용자 행동 패턴 수집 시스템 구축

도서관 내에서의 이용자 행동 패턴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인 도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각 도서관의•
규모 및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및 열람실 전원 공급을 하기 때문에, WiFi 인증 및 전원 사용 수집 시스템은 바로 적용WiFi

할 수 있고, 국립도서관이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콘을 활용한 추적 및 서비스 제공 시스

템을 구축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함

•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아, 도서 인식기RFID , 북카트RFID 등 저비용 구축 시스템 고려

 외부 환경 데이터도 도서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개발 및,

상용화되어 있는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음(crawling) (scraping)

 도서관 이용 데이터 중에서 이용자들의 도서관 대출 및 반납 기록 열람실 예약 현황 등, ICT

기술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자 활동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도서관 이용 데이터 중에서 도서관 이용자 출입 일반 열람실 사용 행태 등 기술로, ICT

인지되지 않은 이용 행태는 데이터베이스에 수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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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도서관이 도서 대출 및 열람 이외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의 내부 공간 활용 상황 및 이용자 활동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도서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표 도서관 내 이용자 활용 패턴 수집을 위한 시스템 종류 및 분석[ 25]

종 류 분석 내용 장점 단점

도서

중심

스마트

서가

서가 책꽂이마다 인식기를 설치하여 도서의 서가RFID∙
존재 여부 및 올바른 서가 배치 여부를 구체적 확인 가능

초고비용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도 특수목적서가→

또는 일부 서가에 시범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구체적 도서 활용∙
현황 파악 가능

초고비용∙
스마트서가 시장 비∙
활성화로 유지보수

문제 예상됨

도서

RFID

인식기

이용자 이동 동선 또는 일반 열람실에 스탠드형 RFID∙
인식기 설치하여 이동하는 이용자의 책 태그 인식RFID

비교적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

에도 설치할 수 있음

저비용으로 예상∙

인식 거리가 짧아∙
인식 오류 또는

인식 못하는 경우

발생 확률 높음

RFID

북카트

북카트에 인식기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열람실에서RFID ,∙
책을 읽고 북카트로 반납 시 열람 도서 정보 확인 가능

비교적 저비용으로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도 설치할 수→

있음 상용화된 제품은 찾기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어.

렵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 사업으로 설치 가능

저비용으로 예상∙

제품의 시장성 부족∙
으로 아직 북카트

전용으로 상용화되

지 않음

이용자

중심

위치추적

시스템

비콘 수신기를 도서관 곳곳에 설치하고 이용자는 휴대폰,∙
의 블루투스를 활성화하면 이용자의 비콘 접속 정보,

신호 세기를 활용하여 이용자 위치 및 동선 추적 가능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비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도 목적이지만 이용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숨겨진 주요 목적임

고비용으로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에 구축하는 시범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이용자별 자세한∙
도서관 공간 활용

파악 가능

이용자에게 부가적∙
인 서비스 및 편의

제공

고비용∙

인증WiFi

수집

시스템

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WiFi∙
도서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WiFi AP(Access Point)∙
접속 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 정보 이용자 위치 이용 시, ,

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무료 제공 도서관에 즉시 적용 추천WiFi→

저비용∙
빠른 시간 안에 구∙
축 가능

비교적 자세한 현∙
황 파악 가능

접속 이용자WiFi∙
만 분석 가능

전원사용

수집

시스템

최근 노트북 활용이 높아져 열람실에 전원 장치를 설치한∙
도서관에 한해 각 전원 콘센트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여,

열람 공간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열람실 전원공급 서비스 제공 도서관에 적용 추천→

저비용∙
빠른 시간 안에 구∙
축 가능

전원 사용 이용자만∙
분석 가능

자세한 현황 파악∙
어려움

출입통제

시스템

도서관 입구 또는 열람실 입구에 출입통제 게이트를 설치∙
하여 대출증 또는 회원증을 인식해야만 통행 가능

도서관 입구 또는 일반 열람실 보다는 특수 열람실→

또는 서가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

이용자의 출입 기∙
록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고비용∙
이용자들의 민원 발∙
생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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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황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 개발

•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도서관

동향 및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각화 및 분석 도구가 반드시 필요함

도서관 현황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는• 화면은 대시보드(1) 형태이어야 하고, 웹기반으로 제작(2) 되어야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3)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분석결과를, ,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그림 의 추천 도서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동향 검색 국내외 서점 랭킹 등, [ 25] , ,

각각의 조사를 사서들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된 통계나 동향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음

 반면,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 에 구축되어‘ ’

있는 도서관 이용 데이터와 외부 환경 데이터에서부터 도서 보유 현황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도서 추천이 가능함

그림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 도입 전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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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함

 도서관 현황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1) 최종적으로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은 대시보드 형태이어야 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2) 인터넷

브라우저 등에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웹기반으로 제작(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 되어야

하고, (3)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대시보드는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26]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여러 워크시트 및 탭 등을 통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 형태로 동일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대시보드 형태의 이용자 화면[ 26]

 마다 새롭게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PC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가 웹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데스크탑용 버전과 모바일용 버전을 모두 제작하거나,

반응형웹 형태로 제작(Responsive Web) 하여 스크린 크기 및 해상도에 따라 저절로 반응하여

화면을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음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를 제작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고 이미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선정하면

도서관 해당 담당자에 적합한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 166 -

5.3.3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 온라인 개인화 서비스 챗봇ICT 2 : ( )

01 온라인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의 필요성

유무선 네트워크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 , PC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

예전의 문자 메시지에서부터 최근의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채팅기반의 모바일앱까지,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 있음

챗봇 은 온라인으로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Chatbot)

도서관 온라인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소프트웨어 기술임

패턴인식이나 인공지능기술 등은 대부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제공하여

최적화 과정 없이 단순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많은

상용화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전화 ARS(Automatic Response

의 메뉴 트리로 동작하거나 단순 키워드 매칭 기술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높아Service)

이용자에 대한 질문이 명확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질의들은 많은 경우 도서 검색의 경우로 한정된 범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서관 현황 데이터 플랫폼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분야 보다 큼

02 온라인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 실행 및 운영 방안

온라인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는• 도서관 환경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도서관 이용 데이터 및 외부 환경 데(1)

이터 도서 검색 기록 도서관 시설 데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입력 및 학습, , 되어야 하고, 패턴 분석 기술 뿐(2)

아니라 최적의 기계학습 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웹기반으로 제작(3) 되어야 함

챗봇은 도서관 현황 데이터 플랫폼 이 완성되는 시점에‘ ’• 딥러닝 기반 텍스트마이닝(Deep Learning) (Text

기술력이 있는 기업Mining) 또는 딥러닝 연구 능력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소와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팀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함

챗봇을 통해 도서관 공간 위치 식당 메뉴 등 단순 질문에서 열람실 예약 현황 나에게 맞는 도서, ,

및 프로그램 등까지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질문까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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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에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의 자체 데이터 도서관 환경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도서관 이용 데이터 및 외부 환경 데이터가 필요하며 도서관장서 데이터, 까지

활용되어야 함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턴 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Pattern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시멘틱 웹 텍스트마이닝 상황 인식 컴퓨터Processing), (Semantic Web), (Text Mining), (Text Aware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요구됨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중에서 딥러닝 을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Deep Learning) (Text Mining)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단순한 질문에는 통계 기반 키워드 패턴 인식이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것이 유용함

인터넷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데스크탑용 버전과 모바일용 버전을 모두 제작하거나 반응형웹, , (Responsive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Web)

챗봇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기술로 고도의 딥러닝 기반 텍스트마이닝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딥러닝에 대한 연구력을 가진 대학 또는 연구소와 SW

상용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그림 도서관 챗봇의 기술 구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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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 오프라인 개인화 서비스 로봇ICT 3 : ( )

01 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의 필요성

로봇은 차 산업혁명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4 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 및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로봇 등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4 ,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와 의무가 있음

보통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 기술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된 또는 상용화 직전에 있는 로봇을 제작한 국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과 같은 준비 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02 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 실행 및 운영 방안

• 국내에도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제작되는 상용화 단계의 로봇들이 많으며 개 회사가 대표적임6

• 국립세종도서관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시범운영 단계 및 본격운영 단계 사업(1 ) (2 ) 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

고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

년 월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는 국내 개 기업 전자 퓨처로봇 레인보우 유진로봇2018 2 6 (LG , , , ,

로보프린트 아이로 에서 개발한 로봇들이 각각 올림픽 홍보 안내 이벤트 서비스 분야에서, ) , , ,

인천국제공항 및 평창 현지에서 활약할 예정임

이들 로봇들은 도서관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고 운영 예정인

도서관 환경에 맞게 동작하도록 단계 시범 운영 사업1 이후, 2단계 본격 운영 사업을 통해서

도입되어야 함

국립도서관 중에서 공공도서관 특성 및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방문이 많은 국립세종도서관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건전성

및 지속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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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 기반 도서관 환경 관리 시스템ICT 4 : IoT

01 기반 도서관 환경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IoT

도서관 내에서 전기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은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비용 낭비를 초래

전기의 낭비 유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자연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환경을 감시해야 하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발견하고 완화 및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양한 센서를 통해 환경을 감시할 수 있으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유무선 네트워크를 거쳐,

스마트 디바이스로 담당자에게 알려 줄 수 있고 원격으로 제어까지 가능한 기술인, 는 도서관IoT

주변 환경 관리 및 전기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한 최적의 신기술로 판단됨

02 기반 도서관 환경 관리 시스템 실행 및 운영 방안IoT

기반IoT• 환경 관제를 위해서는 무선통신 기반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완제품 도입IoT 이 가능하고, 제어까지 고려한

다면 관련 제품들과 통합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함

스마트그리드는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 도입을 고려BEMS• 할 만하며,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

관의 경우에는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상용화한 전력 센서 기반의 제품을 도입IoT 하는 것이 합리적임

기반 환경 관제 및 제어IoT

 도서관 곳곳에 환경 센서를 설치하고 배선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비용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가중하기 때문에 기반의 무선통신 센서를 설치하여 도서관 내 환경을 관제 및 제어, IoT

하는 것이 효율적임

 국내에도 기술을 기반으로 온도 습도IoT , , CO2 소음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는,

센서들을 활용하여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제품으로 출시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공사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규모가 큰 국립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특정 공간만 선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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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서 장비 구매 및 설치를 진행할 수 있음

 환경을 관제하기 위해선 별도의 개발 과정이 필요 없이 완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난방기 등과 함께 온도나 미세먼지 수치에 반응하여 동작하기 위해서는, ,

별도의 개발 및 구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스마트그리드

표 스마트그리드 방식 분석 실행 및 운영 방안[ 26] ,

종 류 분석 실행 및 운영방안,

BEMS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큰 규모의 건물에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적합함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제어가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초 도입 이후, ,∙
에도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소모됨

는 건축공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용화를 추진하였고 전문적인 기업은 많음BEMS ,∙
고비용으로 규모 및 예산이 작은 공공도서관에는 도입이 어렵지만 시스템이 도입되지, BEMS→

않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도입은 고려할 만함, ,

센서 기반IoT

전력 관제 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전력 사용 관제 기술 및 제품을 가정용으로IoT∙
출시한 후에 건물용으로 확장하여 개발하고 있음 분전반에 기반 전략 계량기를 설치하고. IoT ,

데스크탑은 물론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전력 사용을 관제하고 제어할 수 있음

저비용 규모 및 예산이 작은 공공도서관에 적합하지만 아직 검증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에 도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5.3.6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향 도서관 스마트 북카트ICT 5 :

01 도서관 스마트 북카트 활용 시스템의 필요성

기존 도서관의 북카트는 열람실에서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선택한 책을 읽고 나서 반납하는

기자재로만 활용되고 있음

도서관에서 북카트의 이동 및 역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북카트는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으며 열람실에서 이용자들이 읽은 책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로 만약 다양한 환경 센서, ,

리더가 장착되거나 위치인지기술 실내자율주행기술 등이 적용된다면 도서관에서의 활용도가RFID ,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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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서관 스마트 북카트 활용 시스템 실행 및 운영 방안

스마트 북카트는∙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 및 추진

스마트 북카트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상용화 직전 또는 상용화 단계를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 북카트 개발에 선도적인 기업과 연계하여 요소 기술 개발 단계 시스템 통합 및(1 ), 시범운영 단계(2 )을 거쳐 전

도서관으로 확대 단계 하는 방식(3 ) 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 환경 센서 및 리더는 기술성숙도 단계상용화 단계RFID 9 ( )로, 위치인지 자율주행 기술 적용·

카트는 단계유사환경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또는 단계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6 ( ) 7 ( )로 판단됨

그림 은 도서관 스마트 북카트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28] 가지 장치나 기술 이외의5

기술과도 융합될 수 있으며 개 기술 중 몇 개만 융합시켜 개발, 5 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정해진 위치로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하여 돌아올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열람 후, ,

반납도서를 감지하는 스마트 북카트가 필요하면 와 의 기능을 북카트와 융합하여 개발할 수② ⑤

있음

그림 스마트 북카트 시스템 구성 요소 안[ 28] ( )

스마트 북카트 개발은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가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단계에서는 각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단계에서는 이 기술들을 통합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1 , 2 ,

단계에서는 전 도서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3





Ⅰ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VI. 4

미래 전략 수립 및 제안

미래전략 및 서비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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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목표 및 비전4

본 장에서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4

함. 특히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도서관 모형 개발을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을 테스트베드로 시범 운영하여 지역별

공공도서관까지 확산할 수 있는 미래 도서관의 기능 및 모델을 도출함

• 에서 논의된 도서관 데이터 인프라 구축5.3.2. 을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으로 추진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시

행착오에 따른 예산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국가도서관부터 공공도서관까지 현실에 걸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4

이를 위해,• 민관산학 거버넌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축, 자연친화적인 시설 및 환경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추진

6.1.1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 구축전략 프레임워크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 구축 전략은 장의 차 산업혁명 관련 배경 시대적 현황 설문4 2~5 4 , , ,

신기술 동향들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목표 및 비전 제시4

도서관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미래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4

표 미래도서관 구축전략 수립 안[ 27] ( )

영 역 주요 내용

정책 미래 도서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디지털 변혁 을 위한 정책(Digital Transformation)∙
조직 및 인력 미래 도서관 조직 체계 조직 역량 개발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공간 및 시설 체험적 유희 공간 창조적 지식 공간 공감적 공유 공간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 , ,∙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문화지원 서비스 경계없는 서비스, ,∙

장의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도출2~4

표 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약[ 28] 2~4

항 목 주요 내용

2

장

차 산업혁명관련 기존4

연구 검토 및 시사점

기반 요소기술을 토대로 국가혁신전략 및 산업별 대응전략ICT∙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공통점4 :∙ 사람 중심‘ ’

국내외 차 산업혁명4

정책 방향 및 추진 사례

시사점

국내외 추진사례를 보면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활용, 4∙
서비스가 다수이며, 프로슈머 의 편의성 및 효율성(Prosumer) 에 기초함

공공 서비스 도서관 등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 ,∙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음성인,

식 스마트그리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보틱스 등의 기술, , , 검토 및 고려 필요

3

장

국내외 도서관 차4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따른 시사점

∙ 도서관 공간의 역할 재정립 및 스마트 복합공간 구축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역할 강조 및4∙ 신기술 수용정책 추진

∙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플랫폼 구축

4

장

제 차 산업혁명의4

도서관 정보서비스

환경요인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차 산업혁명 산업에 대한4 정책지원 및 종합대책을 수립 지원 필요,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필요, , ,

기술변화:∙ 스마트한 정보서비스 구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성 및 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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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도서관 신기술 도입 현황 적용 가능한 신기술 동향 신기술 실행 및 운용 방안 요약5 , , ICT

및 시사점 도출

표 장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약[ 29] 5

항 목 주요 내용

도서관 신기술 도입 현황 대부분 신기술들은 장서의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시스템 위한 기술 도입이 대부분임∙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정보트렌드 분석

챗봇 기술성숙도가 높아 신속히 도입가능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스마트그리드 도서관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로봇 상용화 기술 및 제품이 존재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함:∙

시스템 도서관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상용화 제품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IoT :∙
물품관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및 공동 개발 필요:∙

신기술 실행 및ICT

운용 방안

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은 도서관 현황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제 필수4∙
개인화서비스 환경관리 스마트북카트 등으로 인간 중심 미래 도서관 구축, IoT ,∙

시사점< >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장서 중심의 도서관을 벗어나4∙ 이용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 필요

∙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챗봇 스마트그리드 로봇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 , , IoT , 신기술 도입 필요

내용과 시사점

스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주체:∙ 정부 민간 산학 모두, ,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각자 국가적인 제도 구축 신4 ,

기술 적용 및 제품 개발 연구 결과의 상용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수요자:∙ 이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관심 및 보유 증가 이용자가 보유 동반하는.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적용이 요구됨

신기술 발전의 영향력과

도서관의 변화요인

∙ 똑똑한 도서관 개인화 도서관 경계없(Intelligent Library), (Personalized Library),

는 도서관(Beyond Boundary Library)

설문 시사점 도출 및

전략적 방향점

사서 이용자,∙ 모두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4 , 도서관 분야의 신기술 도

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지

구분 주요 내용

이용자

신기술 관련 관심분야에 있어 모바일에 대한 요구가 사서보다 높음∙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 높음∙
비콘 코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활용에 대한 요구 높음, QR ,∙
최신 스마트 기기 체험 기회 선호∙

사서

스마트 디바이스 이해와 체험 기회를 포함하여 사서업무 활용 방안 필요∙
일자리 직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위해 정책적 지원 및 새로운 업무 발굴,∙
단순반복 작업의 오프라인 서비스에 신기술의 적용에 대해 필요성 인지∙
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 높음∙

시사점< >

차 산업혁명의4∙ 다양한 최신 기술은 모두 사람 이 중심‘ ’ 이며 인간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임,

도서관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능형의 똑똑함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상시 정보 전달을, ,

위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사서들의 신기술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급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 시∙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 등의 행정적인 시스템 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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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관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 및 분석에 따라 도서관 관점에서 차2~5 4 4

산업혁명의 현황과 환경요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도서관 관점에서 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환경 요인 분석에 기초한 분석[ 30] 4 SWOT

환경분석

역량분석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확산4 ·

문재인정부의 차 산업혁명을‘4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계획’

도서관 이용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정체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사서 일자리 직책 불안감 증대ᐧ
이용자보다 사서들의 신기술 및 스

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인식 부족

강점

(S)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 추구

사서 및 이해집단 내부에서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적극적 수용 의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의 최적지

∙ S-O Mapping

민관산학 거버넌스 기반 요구사항·

도출 및 중앙정부 지원 추진

이용자 중심의 신기술 도입 전략·

수립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S-T Mapping

적극적인 차 산업혁명 신기술 재교· 4

육을 통한 불안감 해소

도서관의 신기술 적용 및 활용으로·

정보통신기술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약점

(W)

신기술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인프라 부족

급속한 신기술 발전에 비해 대

응 인력 조직 예산 공간 부족ᐧ ᐧ ᐧ
체험 실습 문화 교육을 위한, , ,

콘텐츠 부족

∙ W-O Mapping

선제적인 도서관 미래 전략 수립·

및 실행으로 신성장동력 마련

신기술 대응 신규 인력 선발 및·

전담 조직 구성

∙ W-T Mapping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차 산업혁명 시4

대 도서관 위상 재정립 신기술이:

접목된 인간 중심의 도서관

분석에 따른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의 구상SWOT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도입만4

추진하지 않고 도서관의 전반적인 역량을 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구조로 변화하여야 함4

그림 분석에 따른 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의 구상[ 29] SWO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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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구축전략 프레임워크에 따른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 목표 및 비전4

차 산업혁명 배경 시대적 현황 사서 및 이용자 설문 신기술 동향들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4 , , ,

기반한 추진전략에 따라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 4

 구축 전략 개의 영역에서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 추진: 4 4

∙ 정책 영역 기반의 미래 도서관 정책 추진 및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ICBMS

∙ 조직 및 인력 영역 미래 도서관 대응 전담조직 구성 사서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보강: ,

∙ 공간 및 시설 영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식 문화 교육 제공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 마련: ᐧ ᐧ
∙ 서비스 영역 장서 및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문화지원 및 경계없는 서비스 제공: ,

 목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하여: 4

시대적 요구에 맞는 미래 도서관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전 과정을 연결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똑똑한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도서관

도서관 간 경계 학습과 오락 경계 물리적신체적 제약 계층 간 경계가 없는, , ,∙ ․ 경계없는 도서관

 비전 사람 중심의 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4 ,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인간 중심의 도서관(Human-Centered Library) 실현

그림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비전 및 목표[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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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의 구축 전략 도출을 위한 방법론4

01 방법론 1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서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4 3

첫 번째 방법론은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석 및4

적용

독일 인더스트리 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센서들의 융합 제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4.0 , IoT ,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융합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영역에서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

그림 도서관 특성에 적합한 타 산업 분야 활용 신기술 도입 전략 제시[ 31]

02 방법론 2

두 번째 방법론은 실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구축 전략 중 정책 조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서비스의 개의 영역 모두에서 실제 현장의, , , 4

경험을 중심으로 구축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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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용자 및 사서의 설문 수요 조사를 통해 도서관 개선 방안 제시[ 32]

03 방법론 3

세 번째 방법론은 본 연구진이 기존에 수행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민관산학 거버넌스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경영 및 추진체계 구축 규정 및 제도 보안 등에, , ,

방점을 둔 구축 전략 설계

그림 기존 수행 연구 및 과제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 전략 제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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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적용 방법론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방법론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방법론의 특징 및 장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최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현재 차 산업혁명이 핵심적인 기술 및 적용사례는 도서관 분야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서4

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도서관의 현황 및 사서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현재 도서관의 현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 분석이,

사서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사서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조사 분석이4

수반되며 이를 위해 현장사서에 대한 설문 및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FGI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이면서 실천가능한 전략도출을 위해서는 상기 기술한 세 가지의 방법론을

활용이 필요함

상기 방법론은 개념적인 이론이나 간접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실제 경험 상용화 사례, , ,

본 연구진의 실적 등 실제적인 근거 및 증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에 따라 정책 조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서비스의 가지 영역 별로 미래, , , 4

도서관 구축 전략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것임

방법론 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차 산업혁명 신기술이1 , , , 4

활용되고 있는 실제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방법론 를 활용하여 도서관마다 다른 현황 및 여건에 따라 이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서비스2

전략과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인간 중심의 도서관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방법론 을 통해서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선순환3 4 ,

환류체계 도서관 생태계 조성 등의, 미래 도서관의 정책과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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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래 도서관의 역할

6.2.1 똑똑한 도서관

• 똑똑한 도서관은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4 서비스 전체 과정을 연결하는 도서관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기반한

체험적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임

설문조사 결과• 사서와 이용자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발해야 함

데이터 거버넌스 도서관 (Data Governance Library)

개념 및 목적

 국내외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서관 역시,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 모델이 필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책이나 웹 자료에서 정보를 얻었지만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데이터에서,

지식정보를 얻는 사회임 따라서 도서관은 기존 장서 중심의 도서관에서. 데이터 중심의

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도서관이 향후 지식 확산을 이끄는 창조적 지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거버넌스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서관 내외의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품질 정보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

데이터 거버넌스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 , , ,※

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관리체계 거버넌, IT (IT

스 를 의미 조완섭) ( , 2017)

주요 역할 및 기능

 도서관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존하는․ ․ 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이용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적용을 기반으로(IoT), ,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서비스 전체 과정을 연결, , 하는 기능 수행

 데이터 기반 사회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의 권력 자원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격차 또는‘ ’

데이터 활용 격차 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정보 리터러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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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개인화 도서관

• 개인화 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지

식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서관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과 응용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서들 역시, 도서관에서 지능정보화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지능형 정보융합도서관 (Intelligent Information Convergence Library)

개념 및 목적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4 에서 제시한 국가비전은」 인간중심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으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외 차 산업혁명 추진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빅데이터와4 4

사물인터넷 활용 서비스가 다수이며 프로슈머 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기초함 이에 따라, (Prosumer) .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혹은 선제대응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실생활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의제발굴형 서비스를,

제공

 지능형 정보융합도서관은 만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융합하여 이용자 환경 사람 사물 세상( , ,

등 을 인식파악하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능정보기술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를 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지: ICT “※

능 과 데이터네트워크 기술 에 기반한 정보 가 결합된 형태 관계부처 합동” (IBM) “ ” ( , 2017)․
지능형 서비스 인공지능을 가진 서비스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로서 입력에 대해(Intelligent Service) : ,※

정해진 답변을 내놓는 기존의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주어진 입력을 의미적으로 해석하여 주변 상

황에 따라 다른 답변을 추론하여 제시하는 서비스이며 그 적용 영역에 따라 지능형 제어 서비스 지능, ,

형 대화 서비스 지능형 웹 서비스 등이 있음,

주요 역할 및 기능

 이용자 및 이용행동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들의 내재된 정보 요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세심한 선제대응형 지능화된 개인화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이 보유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설계․ 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사서 사서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 등의 지능형 정보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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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테크 도서관 (Civic Tech Library)

개념 및 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공유 편집 가공 분석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민들은, · · ·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시빅테크의 등장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른 디지털 환경의 형성 및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 오픈 데이터 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 공공 서비스의( ) ·①

효율화와 편리성 향상 정보의 가시화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관여 참가 촉진, , · ,②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의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고,③ ④

있음 일본총합연구소 재인용( , KIET , 2016)

 시빅테크 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서관으로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

시빅테크 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단어로 프랑스에는 년 전 처음 등장했으며 다(Civic Tech) : 2013 , 2 ,※

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플랫폼을 의미 또한 시민 참가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사회의 과. ·

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민과 창업자 등이 기술 주로 을 활용해 행정기관이나 지( IT)

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 하는 대처 또는 사고방식을 말함, (Alternatives Economiques,

년 월호 일본총합연구소 재인용2017 4 , , KIET , 2016)

주요 역할 및 기능

 데이터 접근과 투명성 상용성 등을 지원하는, 시빅테크 기반 제공

 시민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지역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사회혁신 의 중심적 기능 수행(Digital Social Innovation)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지역정보서비스로서 시빅해킹 지원 서비스(Civic Hacking) 제공

시빅해킹 정부 데이터를 공공에게 게시하고 도시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Civic Hacking) :※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함

으로써 그들의 도시 또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운동 을 의미함 개발자가 주축이 되는‘ ’ .

활동으로 사회운동에 오픈소스 운동을 접목시켜 집단지성을 활용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한 번,

개발한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함 대표적인 예로 년. 2011

미국 동부의 기습 폭설이 내렸을 때 구글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하고 이걸 시민이 입양해갈 수,

있도록 한 소화전 입양하기 서비스가 있음 위키백과 년 월 인용‘ (Adopt a Hysrant)’ ( , 2017 11 )



- 185 -

6.2.4 경계없는 도서관

• 경계없는 도서관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해, , 도서관 간의 물리적 경계가 사라진 도서관, 학습과 오락의 경계가

허물어진 도서관, 물리적신체적 제약 계층간의 격차 등에 의한,․ 정보서비스의 격차가 사라진 도서관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장애인 서비스에 높은 관심과 요구를 보이고 있었으며, 체험공간 실습공간 문화공간 교, , ,

육 공간 등 신기술 관련 공간에 대한 요구와 끊김없는 네트워크 다양한 콘텐츠 등, 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음

호모루덴스 도서관 (Homo Ludens Library)

개념 및 목적

 차 산업혁명 시대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해 주고 인간은 노는 일4 , , , ,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차 산업혁명을 이끈 기술 요소 대부분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자유와 상상 등의 과정에서4

만들어 졌으며 인간이 로봇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일은 상상과 창의의 영역임,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호모루덴스

도서관이 되어야 함

 호모루덴스 도서관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차 산업기술을 단순히 접하는 공간이 아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배우고 즐기는4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함 예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편안한 라운지체어에 누워 전 세계( : (VR)

유명관광지 여행 음악미술과학실험 등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 없이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 )․ ․
호모 루덴스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형 인간 놀이하는 인간: ,※

주요 역할 및 기능

 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경험으로 확장 및 내제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복합문화공간을4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문화경험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실감형 영상콘텐츠 인터랙션 콘텐츠 감성 콘텐츠 등을 활용, , 하여 학습과 놀이가 공존하고,

이용자의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서비스 제공

별마당 도서관 삼성동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을:※

탈피하여 막힌 벽과 문 없이 밝은 채광의 세련된 디자인과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쉬다 갈 수 있다는 규칙으로 운영 이용자에게 휴식과.

만남을 제공하는 코엑스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지난

개월간 만 명이 방문하여 침체 위기의 코엑스를 되살림6 1,000

실감형영상콘텐츠 디지털콘텐츠를 실감 있게 시각화 하는 기술:※

인터랙션콘텐츠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중심이 되는 기술:※

감성콘텐츠 인간의 상황정보를 인지 분석 표현하는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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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피지컬 융합도서관- (Cyber-Physical Convergence Library)

개념 및 목적

 짐 헤플만 는 이전에는 피지컬과 디지털이 각각 분리된 세상에 존재했지만 이제는 서로CEO “

융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피지컬 디지털 컨버전스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으로 상이한 세계가 만나 혁신이.” “

일어나고 있으며 공간과 시간을 모두 뛰어 넘어 연결이 가능해 지고 그 연결이 늘어날수록, ,

진화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이러한 가치는 인간 경험, (human

으로 확장돼야 실질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라고 말함experience) .”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임 다수의 센서 엑츄에이터 제어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 ,

연결되어 복합시스템 을 구성하고 물리 세계 정보를 습득 가공 계산 분석하여(System of System) , , ,

그 결과를 엑츄에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리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인간이 달성할 수

없었던 영역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손상혁( , 2016)

 사이버 피지컬 융합도서관- 은 사이버 물리시스템 을 기반(Cyber-Physical System, CPS) 으로 디지털

경험 과 물리적 경험 의 융합을 통해(Digital Experience) (Physical Experience)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이버 피지컬 융합 콘텐츠를 이용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역할 및 기능

 차 산업혁명시대4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인 사이버피지컬 융합콘텐츠예 등- ( : VR, AR, MR )를 기존

장서개발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

 물리적 도서관을 디지털 공간으로 무한 확장하여 물리적 한계공간 시설 거리 등 를 극복( , , )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용자 개인화 서비스 제공

 비용이나 시간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의 한계, ․ 로 경험하거나 배우지 못했던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회적경험적 욕구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배리어프리 서비스(Barrier Free

Service) 제공

 지리적신체적문화적 소외계층 도서벽지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을( , , , , )․ ․
대상으로 이동이 필요 없는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환경‘ (Stable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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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래 사서의 역할 재정립

6.3.1 사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01 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용구조 변화와 사서 및 이용자 인식 분석4

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전망4

 기술혁신 기반의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정보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4 ,

미래 사회의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발전은 단순 반복적 업무 저숙련 업무와, · , (LowSkills)

관련된 분야의 고용률을 우선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됨

 옥스퍼드 대학 의 이 년 개 직업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Oxford Univ.) Martin School 2015 , 903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현재 직업의 가 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47% 20

전망하였으며 그 중, 도서관내 직군 이 다수(Library Technicians, Librarians, Library Assistants)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도서관 기술자 가 자동화 기술로 인해, (Library Technicians)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The Future of Employment(Oxford Univ., 2013).※

주 는 부터 까지 분포 컴퓨터 대체 가능성은 도서관 도우미: Rank 1 702 . (Library※

사서 가 각각 로 측정됨Assistants), (librarians) 0.95,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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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련 인식조사 결과 사서 및 이용자 의견 분석( )

 본 연구가 기 수행한 조사기간 사서 및 도서관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 2017.10.27~2017.11.17)

결과, 사서와 이용자 모두 미래의 사서 역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서의 경우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 미래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라고, 4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내부에서의 기회와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함 이는, . 사서들

스스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이용자의 경우도 사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기회와,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기회와 일자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사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도서관 외부에서 느끼는 사서직의 위기가 사서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도 더 부정적임을 뜻함

 자유의견에 해당하는 개방형 응답의 경우 사서는 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충 기기 구비를, ,

위한 예산지원 기기 활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기기적 측면에서 도서관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요구하였으나 이용자는 주로 독서활동과 관련한 인공지능 및 로봇의,

지원을 받기를 기대함 이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기대영역 및4

기대수준의 불일치를 뜻함

02 사서 역할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에 따른 시사점

일자리 전망과 관련하여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 기술 직무, (library Technicians),

저숙련 업무 를 지양하고(Library Assistants) ,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업무의 개발이 요구됨

설문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사서의 직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반복 업무의 기술 대체화를 통한/ 업무 과중 해소 계속 교육을 통한, 역량의 고도화,

일자리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특히 미래의 사서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용자 친화적 사서 업무의 발굴이 요구됨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 대한4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는 주로 온 오프라인 콘텐츠 이용에 있어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함 따라서· .

콘텐츠 영역의 개발이 우선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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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사서의 직무별 대체 가능성과 미래 핵심 역량

01 직무 능력 대체 가능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이 년 월에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2016 10 ‘ ’ ,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영향으로 인해10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무

능력은 단순노무직(90.1%)이며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고용영향이 가장 적은 직무는 관리직, (49.2%),

전문직 로 나타남(56.3%)

업무기초능력 신체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되며, , 상대적으로 대체 수준이 낮은

능력은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으로 분석됨. 대인능력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분석됨

 역량 개발 차원에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등의 역량이 대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차 산업혁명 시대 대체하기 쉬운 직업과 대체할 수 없는 직업: 4 , (SKTIsight, 2017).※

또한 국내 직무구조 내에서 사서직은 년부터 년까지 약 년 동안, 2016 2025 10 기술에 의한 능력

대체 비율 의 변화 정도가 낮으며(WARS) 년 가 보다 낮아서, 2025 WARS 0.7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됨 저변화 저위험군 집단에 포함( , )

자료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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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직무구조 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 사서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전산화 자동화로 인해, ,

대체되어 사라질 위기에 대한 대처보다,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수 없는 직무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무 분석을 통한 사서 역량 개발로 이어져야 함

02 사서 직무영역별 요구역량

사서 직무영역에 따른 요구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 영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요소와 한국도서관협회 가 제시한 미래 사서의 핵심역량을(2015)

맵핑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것임, , ·

 미래 사서의 핵심역량 한국도서관협회가 년 미국 도서관협회 의 사서직의 핵심역량: 2015 , (2009) ‘ ’

과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 가 제시한 세기(Core Competencies of Librarianship) (2010) ‘21

연구도서관협회 사서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for 21st Century CARL Librarianship),

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관련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미래 사서직무 수행에서2010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가지 범주 개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도출한8 65

결과값임

표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단위[ 31] 요소와 한국도서관협회 핵심역량 맵핑(2015)

직무영역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단위 요소 한국도서관협회 핵심역량(2015)

정보자료 조직

분류하기∙
목록작성하기∙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
이용자 정보 요구∙
분석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
집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색인 초록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론∙
시멘틱웹 및 온톨로지 이해∙

및 메타데이터론MARC∙
자료 선정 평가 구입 등 수서실무 현안/ /∙
상업 웹자원 라이센스 계약∙
지식의 생명주기 및 출판 동향∙

정보시스템 관리

시스템환경 분석능력∙
시스템 기획 능력∙
시스템 구축 능력∙

시스템 운영 능력∙
∙ 시스템 평가 능력

정보서비스 관련 디지털기술 동향∙
장애인 정보접근 보조 기술∙
웹페이지 설계 및 운영∙
디지털정보자원 통합운영시스템∙
유비쿼터스 도서관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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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협력 네트워크기반 정보서비스∙
관리 서버 운영 애플리케이션개발DB , ,∙

정보자료 관리

문헌정보 평가하기∙
정보 분석하기∙
정보 가공하기∙
생산된 정보평가하기∙

수집자료 관리하기∙
보존하기∙
폐기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오픈액세스 및 디지털 큐레이션∙
지식게이트웨이 구축∙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제작∙

정보자료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
획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운∙
영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평∙
가하기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
전자문서 보존하기∙
문헌정보 이용 평∙
가하기

시설이용 평가하기∙
프로그램 운영 평∙
가하기

연구성과 분석하기∙

주제전문 리에종 서비스∙
도서관 맞춤형 서비스3.0∙
가상 참고정보원 서비스 주제별 웹 정,∙
보자원 서비스

디지털 회색문헌 서비스∙

독서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요구분석하∙
기

프로그램 설계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 프로그램 진행하기

∙ 프로그램 평가하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제∙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문화 평생교육 서비스·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세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
도서관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주제전문 리에종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특수 수용자 서비스∙
참고 및 이용자 서비스∙
정보리터러시 및 이용자 교육∙

운영관리

기획전략 수립하기∙
조직인사관리하기∙
정책 분석 적용 능력∙

경영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관리∙
기부금 모금과 관리∙
도서관 성과 평가∙
인사실무 및 인력관리∙
도서관 시설 및 공간운영∙
아웃소싱업무 관리∙
도서관 물품 및 용역 구매 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도서관 관리자 리더십∙

대외협력 유관기관 협력 능력∙

국내외 도서관 및 정보 정책 동향∙
도서관법 관련 법제 이해∙
관종별 도서관협력 기관 및 기구∙
국내외 도서관 협력활동∙
시민사회연대와 자원봉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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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가능성 수준 상 대체 가능성 높음 중 대체 가능성 보통 자동화 및 기기 적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가능: ( ), ( - ),※

하 대체 가능성 없음( ).

공공도서관 사서의 개 직무영역 정보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자료 관리 정보자료8 ( , , ,

서비스 독서활동 서비스 문화 평생교육 서비스 운영관리 대외협력 로 가지 역량이 요구되는, , · , , ) 44

것으로 분석됨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단위 중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 단위의 문헌 연구하기 연구 수행하기, ,

연구결과 활용하기가 미포함되었으나 이는 해당 능력단위가 공공도서관 사서의 핵심 직무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제시된 미래 사서의 핵심역량과 기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맵핑한 결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미포함된 가지 역량이 도출됨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 가치 도서관8 ( , ,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지식사회에서의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

역사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도서관 조례 및 관련 규정 운영, , , ,

개인정보 관리)

 미포함 가지 역량은8 도서관 경영 및 운영 능력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 가치 도서관 및( , ,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지식사회에서의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관 조례 및 관련 규정, ,

운영),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전문지식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 ,

개인정보 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과 관련 있음( )

국가직무능력 표준<

미포함 역량>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윤리 가치,∙
도서관 및 사서의 권익 옹호 활동∙
지식사회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
도서관 및 커뮤니케이션 역사∙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도서관 조례 및 관련 규정 운영∙
∙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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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서 직무영역별 대체 가능성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영역별 업무 난이도 및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직무내용별 업무 난이도 및 자동화 가능성에 따라 점수 부여 후 평균값으로 산출함(5~1)

표 직무영역별 업무 난이도와 대체 가능성[ 32]

대체 가능성 수준 상 대체 가능성 높음 중 대체 가능성 보통 자동화 및 기기 적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가능: ( ), ( - ),※

하 대체 가능성 없음( ).

영역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3.08

대체 가능성

2.67

정보자료

조직

신착정보자료 분류하기 장서구성계획 작성하기 신착정보자료, , MARC∙
입력하기 구입자료 주문하기 구입 예정자료 조사하기 자료선정위원, , ,

회 개최하기

상

3.3

상

3.67

정보시스

템 관리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운영하기 서버 운영하기 홈페이지 운영하기 전, , ,∙
산장비 관리하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획서작성하기 전산프로그(H/W) , ,

램 관리하기(S/W)

상

3.3

하

2

정보자료

관리

자료 평가하기 서고 보관자료 선정하기 자료 점검하기 불용자료 선, , ,∙
별하기 자료통계 작성하기,

중

3.0

상

3.4

정보자료

서비스

정보자료 상담 서비스하기 회원정보 관리하기 예약자료 대출하기 희, , ,∙
망자료 대출하기 연체자료 반납받기 원문자료 제작하기 기사색인 서, , ,

비스하기 웹콘텐츠 서비스하기 서비스하기 특수자료 서비스, , e-book ,

하기 이동도서관 운영하기 순회문고 운영하기, ,

하

2.2

상

3.33

독서활동

서비스

연간독서활동 운영계획 작성하기 독서홍보자료 발간하기 계층별 독서, ,∙
권장 도서목록 발간하기 계층별 독서회 운영하기 하루독서교실 운영, ,

하기 방학 중 독서교실 운영하기 방과후 독서활동 지원하기 독서토, , ,

론수업 하기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기 스토리텔링 운영하기 북, , ,

토크 운영하기

중

3

하

1.18

문화 평·

생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강사 섭외하기 프로그램 홍보하기 운영계획 작성하기 개별, , ,∙
프로그램 평가하기 수요조사 하기 프로그램 선정하기 프로그램 일, , , ,

정 편성하기 프로그램 진행하기,

상

3.25

중

3

운영관리

민원업무 처리하기 운영계획 작성하기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운영관, , ,∙
련 규정 제 개정하기 행정서비스 헌장 제 개정하기 이용자 만족도, ,ㆍ ㆍ

조사하기 예산 요구서 작성하기 이용안내자료 발간하기 공문서 처리, , ,

하기 관내 게시물 운영하기,

상

3.8

하

2.8

대외협력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하기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하기 국립중앙도, ,∙
서관과 교류하기 학교도서관 관계자 교육하기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 ,

수하기 국내 도서관과 교류하기 외국도서관과 교류하기 타 기관과, , ,

협력하기

하

2.75

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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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난이도와 대체 가능성의 연관관계는 낮게 나타남 예를 들어 정보자료 조직의 경우 업무. ,

난이도가 높고 대체 가능성도 높은 반면 정보시스템 관리의 업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난이도 높은 업무를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의 과중을 해소할 수 있음

대체 가능성 높은 직무는 정보자료 조직 정보자료 관리 정보자료 서비스, , 로 분석되었으며,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무는 정보시스템 관리 독서활동 서비스 운영관리 대외협력, , , 으로 분석됨

 영역별 직무 내용은 대체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이거나 자동화 대체 가능하거나 업무 자동화를,

통해 효율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현재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거나 창조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무는 주로 데이터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운영 기획 능력, , 등과

관련 있음

04 미래 사서의 핵심 역량 변화

사서의 직무영역별 요구역량 및 대체 가능성 분석 결과 요구역량의 경우, 도서관 경영 및 운영

능력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 의 추가적인 강화가 요구됨 대체.

가능성의 낮은 직무는 정보시스템 관리 독서활동 서비스 운영관리 대외협력 직무로 주로, , , ,

데이터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운영 기획 능력, , 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됨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서 직무영역별 사회적 요구도와 자동화로 인한 업무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래 사서의 새로운 핵심 역량들은 다음 그림 와 같이 도서관의 전반적인[ 34]

환경변화와 함께 달라질 것임

그림 미래 사서의 핵심 역량 변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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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존 사서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정보 검색 역량은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에 친숙한,

새로운 이용자들의 공평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역량으로 고도화될 것이며 기존 정보 검색,

능력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로 대체될 수 있음

 특히 미래 사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과 조직과 관련된 직무( )

영역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그 요구도가 높아질 것임 예를 들어 기존의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 ,

교육이 이용자의 창의적 유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 혹은,

국내외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사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임

6.3.3 미래 사서의 역할 제시

사서의 핵심 역량 및 대체 가능성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 미래 사서의 역할 제시4

 기존 공공도서관 직무 영역 중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역량과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무와 관련한 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 선도자 도서관 경영 및 운영 능력 법제도 및 정책 관련‘ ( ,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콘텐츠 관리자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능력 데이터, )’, ‘ ( )’, ‘

분석가 데이터 분석 능력 문화 기획자운영 기획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 ‘ ( , )’을 도출함

그림 미래 사서의 역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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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 사서의 역할에 따른 역량 및 업무[ 33]

역할 주요 업무 및 역량

창의적

선도자

미래 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대외협력에 관련한 사서의 역할∙
로 업무 난이도가 높으며 대체 가능성은 낮음,

자료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서 더 나아가∙
미래 도서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앞서 개척하

며 플랫폼 기반 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운영 관, ·

리하는 퍼스트 무버 역할

경쟁의 시대가 아닌 협력과 공생의 시대 미래도서관의 대,∙
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핵심기관으로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를 이끄는 협상가 역할

경영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구축∙
아웃소싱업무 관리∙
도서관 물품 및 용역 구매 관리∙
시민사회연대와 자원봉사자 관리∙

∙ 미래사서의새로운역량에기반한인사실무및인력관리

미래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운영∙
국내외 도서관 및 정보 정책 실시간 동향 파악∙
도서관 관련 법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활용∙
국내외 도서관 협력 활동∙
∙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도서관 성과 평가

요구 역량 창의적 리더십 방향전환 능력 새로운 시도 능력 협업 능력 조직 및 경영체계 구성 능: , , , ,∙
력 미래 도서관 대응 인력양성 능력 법 제도 관련 전문지식 대외 협력체계 구성 능력 협상 능력 커, , · , , (

뮤니케이션 능력 등)

역량 개발 교육 영역∙

리더십 경영체계< & > 협상능력 법 제도 관련 전문지식< & · > 커뮤니케이션< >

경영전략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관리

재무 회계관리론·

사회구조론

조직이론

법의 해석과 적용

도서관 관련 법령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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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자

미래 도서관 콘텐츠의 조직 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사서의, ,∙
역할로 업무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며 대체 가능성도 보통, ,

수준임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 가능( )

전통적인 도서관 장서자료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매체를 초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하는 콘텐,

츠의 융합적 창조자 역할

고도화된 기술력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에 익숙한 이용자∙
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요구에 따른 콘텐츠 전

반을 다루는 통찰적 관리자 역할

정보자료 선정 수집 평가, ,∙
분류 목록 메타데이터 작성· ,∙
상업 웹자원 라이센스 계약∙
정보자료 관리 가공 보존 폐기, , ,∙
이용자 서비스 기획 운영 평가, ,∙
장서 및 시설 이용 평가∙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
콘텐츠 생명주기 및 출판 동향 파악∙
이용자 개인화 콘텐츠 가공∙
디지털 아카이빙 수집 관리 보존 폐기( , , , )∙
분석 데이터 기반 이용자 개인화 서비스 개발∙
콘텐츠 및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 평가∙

요구 역량 콘텐츠 선별 및 구축 능력 신기술 활용 장서 및 콘텐츠 관리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디: , , ,∙
지털 아카이빙 능력 이용자 요구 파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산 수렴적 사고 활용을 통한 창의, ( ), ·

서비스 개발 능력 등

역량 개발 교육 영역∙

콘텐츠 개발< > 이용자 분석< > 디지털 아카이빙< >

융합형 기능성 콘텐츠 이해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개발 방법론

개발 도구

생애주기와 발달

감각과 지각

면담기법

정보이용행태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큐레이션

기록 매체론

아카이빙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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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가

미래 도서관의 전 영역에서 생산 및 적용되는 데이터의 기∙
술적 활용과 관련한 사서의 역할로 업무 난이도가 높으며, ,

대체 가능성은 낮음

미래 도서관의 콘텐츠 및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예측 및 적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사

이언티스트 역할

전 영역이 디지털화되는 미래 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생산∙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

로 가공하는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 역할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디지털 기술 동향 파악∙

디지털콘텐츠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비쿼터스 도서관 응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정보소외계층 접근 보조 기술 적용∙
이용자 데이터 추적 및 분석 예측,∙
콘텐츠 큐레이션∙

요구 역량 문제 발견 능력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능력 데이터 통계 분석 시뮬레이션 시각화 구축: , , , , ,∙
능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 이용자 세분화 모델링 능력 빅데이터 처리 기술 웹, , , , ,

출판 이해 능력 등

역량 개발 교육 영역∙

시스템 구축 관리< · > 데이터 분석< >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

유지보수 및 장애관리

빅데이터와 보안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클러스터링

텍스트 분석

예측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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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획자

미래 도서관의 유희 공간 스마트 융합 공간 등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관련한

사서의 역할로 업무 난이도가 높으며 대체 가능성은 낮음,

미래 도서관의 공간 활용 및 이용자 체험을 다채롭게 구성∙
하여 창조적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는 도서관 체험 제공·

자 역할

스마트 디바이스의 체험 놀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교육· ,∙
공간의 디바이스 헬퍼 역할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세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
도서관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미래 도서관 공간 활용 계획 수립∙
체험 및 놀이 공간의 기획∙
스마트 디바이스 요구 분석 활용 범위 결정,∙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보조 지원∙
이용자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요구 역량 창조성 도서관 시설 및 공간 기획 능력 디바이스 적용 및 관리 능력 창의적 문화 프로: , , ,∙
그램 기획능력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편성 및 예산수립 능력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능, ,

력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역량 개발 교육 영역∙

창조성< > 기획성< > 프로그램 설계< >

창조적 사고와 사고력 이해

창의력 개발 기법

창조적 사고와 의사결정

융합적 사고 기술

프로그램 기획의 속성

기획과정의 분류

편성 및 제작기획

프레젠테이션 및 기획안 작성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원리

프로그램 활동 관리기법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수립

프로그램 평가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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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

6.4.1 정책 영역

01 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도서관 대응정책 개발4

미래 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전략 개발

 미래 기반의 도서관 내외부 지식정보자원 수집 및 보존 정책 개발ICT

 미래 도서관 가이드라인 제정

 미래 도서관에 수집 공유 저장되는 기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 ICT

개발 표준화 품질관리체계 요구사항 도출 등( , , )

 미래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정책 개발

기반의 미래 도서관 정책 개발ICBMS

 가 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로 불리며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미‘ICBMS’ 4 ,

주요 선진국은 를 주축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신규 서비스ICBMS ·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음

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사물인터ICBMS(IoT + Cloud + Bigdata + Mobile + Security)※

넷 인공지능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와 이것들을(IoT), (AI) (Cloud Computing), (Bigdata)

초연결 로 묶어주는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이들 간의(Hyper Connectivity) (Mobile Network) ,

소통 과정에서 보안 이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을 통칭함(Security)

 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보통신기술 이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ICBMS (ICT)

이루기도 함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에 모인 후(I) (C) ,

인공지능 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고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AI) (B)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 모든 과정이 완전한 보안 이(M) (S)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의 미래 도서관 정책 개발이 필요ICBMS

표 기반의 미래 도서관 정책 안[ 34] ICBMS ( )

구분 정책 내용

IoT 수집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수집 정책•
Cloud 개방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 조회 검색 변경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책, , ,•
Bigdata 분석 저장된 데이터를 개인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정책•

Mobile 활용
데이터 분석으로 추출된 개인화 정보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서비스 정책

Security 보안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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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반의 미래 도서관 모형[ 36] ICBMS

02 미래 도서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민관산학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과 단체 지역 기업과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지역자치단체, , , ,

중앙정부 그리고 이들 민관산학 간의 중재를 하는 미래 도서관 전담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함

표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안[ 35] ( )

기관 역할

민 지역시민단체

지역문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일종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전, ICBMS∙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수요 및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

미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생활∙
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정부시스템을 개선시,

켜 나가는 사회운동 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사회 혁신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미래 도서관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미래 도서관에 공공데이터를 제공∙

기반의 미래 도서관 자문 및 협력 네트워크 참여ICBMS∙

산하기관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기반의 미래 도서관 자문 및 협력 네트워크 참여ICBMS∙

산 지역기업 및 산업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민간데이터를 제공∙

기반의 미래 도서관과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참여ICBMS∙

학 대학 및 연구소
대학 및 연구소는 도출된 지역문제에 대한 기보유 또는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

기반의 미래 도서관과의ICBM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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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산학 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ICBMS

 전문가 집단을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위키피디아 네이버ICBMS ,

지식인 소리마당처럼 집단적 지적 능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BRIC

대내외적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미래 도서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각 기관 조직 의 역할과 기능 정책 마련( )

 미래 도서관 전담부서 기반의 지식정보자원 수집관리보존활용 및 지원 업무 데이터( ) ICT ,․ ․ ․
리터러시 업무 관련 도서관 정책 실행 업무 등 미래 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 ICBMS

 미래 도서관 협의회 각 도서관 데이터 관련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미래 도서관( )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도서관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협력 체계를 제시,

 전문가 집단 단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집단을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고(ICBMS ) ICBMS ,

장기적으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ICBMS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등과 같이 집단지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ICBMS

03 미래 도서관의 디지털 변혁 을 위한 정책 개발(Digital Transformation)

미래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변혁 루프 개발(Digital Transformation Loop, DTL)

 컨설팅은 다양한 사레연구를 통하여ROA ‘디지털 변혁 루프를 발견하였으며 디지털 변혁은’ ,

조직문화 변혁 단계가 먼저 시작되며 이후 기술적 변혁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 모델 변혁 단계로/ ,

이어지는 단계 사다리 모델 이른바3 ( 디지털 변혁 사다리 모델을 따른다고 함)

그림 미래 도서관 디지털 변혁 루프 안[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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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변혁단계/ 미래 도서관 비전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미래 도서관 전담조직을 설치 미래 도서관에 적합한, 전문인력 채용 및 양성

 (기술적 변혁단계 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검토 및) 4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화를 위한, Data Asset

중심의 기반기술체계ICBMS 정립 전문 조직과의, ICBMS 협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미래, ,

도서관을 위한 인큐베이팅 과 엑셀러레이팅(Incubating) (Accelerating) 프로그램 도입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은 모두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큐베이션이 사무※

공간과 설비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쪽이라면 엑셀러레이션은 창업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는 소프트웨

어를 지원하는 개념임. 미래 도서관에서의 인큐베이팅은 외부로부터 와 관련된 설비 등 하드웨어ICBMS

를 지원받아서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해 본 후 확대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며, 엑셀러레이팅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미래 도서관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ICBMS

록 지원받는 민관산학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제안

 (디지털 플랫폼 모델 변혁단계) 미래 도서관 디지털 플랫폼 모델로의 전환 및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가치 전달

※ 미래 도서관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도: ,

록 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공간임 미래 도서관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거대한 기지이자 승강장으로서 제공자 생산자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 ,

출해낼 수 있는 미래 도서관 모델임 여기에서 은 무조건적인 로의 이행.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이 아니라, 과 이 융합된 로의 전환을 의미Physical Digital 'Digical' 하며 관점에서, Physical To Digital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Data'로서 미래 도서관 디지털 플랫폼 운영은 데이터 중

심으로 이루어짐

그림 미래 도서관 디지털 변혁 사다리 모델 안[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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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조직 및 인력 영역

01 미래 도서관 조직 체계 구축

미래 도서관 대응 전담조직 구성

 외부 환경 변화 예측을 위한 조직 전략의 수립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구성원의 업무 목표, , ,

수립과 실행을 연계하는 전략형 조직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미래 도서관 대응 전담조직 구성

 미래 도서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추종자 역량 수준에서 벗어나(follower)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미래 도서관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도서관 서비스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체계를 강화

미래 도서관 디지털 직능 플랫폼 구축

 년 월 성남시는2017 8 서로 다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및 단체가 함께 성장과

공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의 증진과 민주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성남최대 직능조직인 성남직능플랫폼‘ ’을

출범시킴

 최근 글로벌 핵심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사의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끌고 있으며 발전된 인공지능의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둔 상품 및, ,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김민식 이가희( , , 2017)

디지털 플랫폼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 상거래 중계 등을 위해: , ,※ 제공자와 수요자 양쪽을 특정한 곳으

로 유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디지털 프로세스 및 역량을 공유개선확장․ ․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임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역량을 통해 변화의 동인을 포착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 ,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기술에는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플랫, 5G, , , , (IoT)

폼 등이 있음 예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 , , )

 전통적 도서관은 내부 역량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지만 미래 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의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전략이 필요

 미래 도서관 디지털 직능 플랫폼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도서관의 변화의 동인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여

잠재되어 있는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임

 디지털 직능 플랫폼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요소기술에, , , IoT,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협업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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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 도서관 조직 역량 개발

뷰카 시대 대응 역량 개발‘ (VUCA)’

 차 산업혁명 시대를 변동적 이고 불확실 하며 복잡 하고4 (Volatility) , (Uncertainty) , (Complexity) ,

모호 하다는 뜻의 뷰카 시대라고 말함(Ambiguity) ‘ (VUCA)’

뷰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의 영(VUCA) :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어 앞 글자를 딴 표현으로 년대를 기점으로 냉전 시대가 끝나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과거의 흑1990

백논리적인 세계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복잡한 시대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오늘날 차 산4

업혁명을 대표하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음

 뷰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민첩성 단순함' (VUCA)' (Resilience), (Agility), (Simplicity),

호기심 을 가지고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함 김성남(Curiosity) ( , 2017)

그림 뷰카세계 의 네 가지 특성과 대응방향[ 39] (VUCA)

 세계경제포럼 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 차 산업혁명 이라는 책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WEB) 4 “『 』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에서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바뀐다 라고.”

하였으며 세계적인 광고대행사 사치앤사치 의 전 케빈 로버츠, (Saatchi & Saatchi) ( ) CEO (Kevin社 前
는 이제는 스피드와 속도가 모든 것이다 마케팅이 할 일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Roberts) " .

그 변화를 따르도록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함."

 (방향전환 역량 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4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이므로 미래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여 기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역량을 갖추어야 함

 (새로운 시도 역량 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 기술 성과를 연결하고 융합하여) 4 ,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임 따라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미래 도서관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역량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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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역량 미래 도서관은 조직 안팎의 역량을 모두 활용하여) 디지털과 융합을 통해 민첩하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와, ,

진실성 있는 소통이 이뤄지는 협업 역량을 갖추어야 함

 (리더십역량 리더십 역량은 미래 도서관이) 디지털 변혁 적응조직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비전 수립 조직의 대규모 참여유도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기술, , , ,

리더십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어야 함

 (디지털 역량 미래 도서관이) 디지털 변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역량을 기반으로 강력한

고객경험창출 핵심운영 디지털 플랫폼 모델의 재창조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어야함 여기에서, , .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핵심운영역량에 대한 규칙 설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용자경험,

창출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 모델의 재창조 역량이 확보될 수 있음

미래 도서관 조직 역량 육성 전략

 미래 도서관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래 도서관의 전략형 조직운영 체계에 적합한 프로젝트 팀 구조 도입

 외부 전문인력과 내부 인력의 협업프로세스 마련

 미래 역량 중심의 인적 쇄신

 조직의 포용력과 다양성 높이기

 미래 도서관 리더들의 동기부여 역량 강화

 미래 도서관의 조직역량 지표 별도 관리

 도서관 내에 만성화된 관행 제도 프로세스 등을, , 없애거나 단순화해서 여유를 확보

03 미래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미래 사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고도화

 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서는 기존의 전통적 업무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전반적인 환경4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 커리큘럼의 고도화를 통한

예비 사서의 역량 개발과 사서의 재교육 계속교육· 이 요구됨

 미래 사서의 핵심 역량 및 업무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역할은 창의적 선도자 퍼스트 무버( ,

협상가 콘텐츠 관리자 융합적 창조자 통찰적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 ), ( ,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 문화 기획자 도서관 체험 제공자 디바이스 헬퍼 이며 각 역할별), ( , ) ,

요구 역량과 커리큘럼 고도화 영역은 다음 표 과 같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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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 사서의 역할 및 커리큘럼 고도화 영역[ 36]

역할 요구 역량 커리큘럼 고도화 영역

창의적

선도자

퍼스트 무버

협상가

창의적 리더십 방향전환 능력 새로운 시도, ,

능력 협업 능력 조직 및 경영체계 구성 능, ,

력 대응 인력양성 능력 법 제도 관련 전문, , ·

지식 대외 협력체계 구성 능력 협상 능력 커, , (

뮤니케이션 능력 등)

리더십 경영체계&

협상능력 법 제도 관련& ·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관리자

융합적 창조자

통찰적 관리자

콘텐츠 선별 및 구축 능력 신기술 활용 장서,

및 콘텐츠 관리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 ,

이빙 능력 이용자 요구 파악 능력 커뮤니케, (

이션 능력 발산 수렴적 사고 활용을 통한), ·

창의 서비스 개발 능력 등

콘텐츠 개발

이용자 분석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창출 기반 요소

제안자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능력 데이터 통계 분,

석 시뮬레이션 시각화 구축 능력 데이터베, , , ,

이스 관리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 웹 출판, ,

이해 능력 등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문화

기획자

도서관 체험 제공자

디바이스 헬퍼

창조성 도서관 시설 및 공간 기획 능력 디, ,

바이스 적용 및 관리 능력 창조적 문화 프로,

그램 기획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창조성

기획성

프로그램 설계

커리큘럼 고도화 및 운영 적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미래 사서 역량 강화와 관련한 커리큘럼 고도화 및 운영적용을 위한 협조체계는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산업체 학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 조, , , 19

제 항 제 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 및 협력 에 의거1 5 ‘ · ’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 미래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안[ 37] ( )

기관 역할

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제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

미래 사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도화된 커리큘럼 적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커리큘럼 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요구와

기관별 참여 유도

산
사서 실무 영역 관련 산업체

지역기반 관련 기업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래사서의 새로운 역할 특히콘텐츠 및 기기와관련한 실습지원,

학
대학교 대학원 사서교육원, ,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 및 협회

커리큘럼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 협력

사서교육 및 재교육에 있어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능동적인

적용과 평가를 통한 개선안 도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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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고도화 협력체계 유지 및 커리큘럼 개발

 요구사항 미래 사서 핵심 역량에 따른 커리큘럼 고도화 영역 리더십 경영체계 협상능력( ) ( & , &

법 제도 관련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이용자 분석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 , , , , ,

데이터 분석 창조성 기획성 프로그램 설계 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 ) .

커리큘럼의 개발은 실제 교육기관에서의 적용 및 운용을 전제로 함

 해결방안 학계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실효적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커리큘럼을( 1)

고도화하고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인 적용 및 운용을 유도함,

 해결방안 커리큘럼의 고도화에 수준별 세분화를 적용하여 커리큘럼 이수 단계별 사서( 2) ,

전문성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

 해결방안 커리큘럼 적용을 의무화하여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시스템( 3)

구축

그림 미래 사서 역할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고도화 적용 거버넌스 안[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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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공간 및 시설 영역

01 체험적 유희공간

놀이하는 인간 을 꿈꾸는 이용자들을 위한 체험적 유희공간 제공‘ ’

 세기의 사상가 하위징아는 인간의 본원적 특징은 사유나 노동이 아니라 놀이다 라고20 “ .”

주장하면서 놀 줄 모르는 근대 의 탈출구를 제시함‘ ’

 이미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경직된 공간이 아닌 이용자들이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직접 그리고 만드는 체험적 유희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미래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공간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체험 재미 감성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와의 공동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 , , , 으로

확장되어야 함

 즉 이용자에게, 정보를 단방향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Push , 이용자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체험적

유희공간을 제공

문화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공간 제공

 년 월 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에서 차 산업 혁명을 주제로2016 1 20 (WEF) 4

제시하면서 차 산업 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4 ‘ , ,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 로 정의’

 미래 도서관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과 경험이 축적되는 삶의 도서관‘ (Liverary:

Live + Library)’이자, 꿈꾸는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꿈의 도서관‘ (Dreamary: Dream + Library)’가

됨으로써 모든 인류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발전해 가야함

 등의 차 기술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적 욕망을VR/AR 4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적 유희공간을 제공

실감형 콘텐츠 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 ICT※

하는 기술로 오락 문화 방송 교육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할 수 있, , , , , , , ,

는 체험형 콘텐츠 조용상( , 2017)

 예 고문헌 자료실을 가상공간으로 재현한 후 고문서와 희귀본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

이용자에게 과거의 유산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평소에 가보지 못한 전 세계 도시나,

유적지 등을 가상공간으로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유명 콘서트 공연 쇼 등을 직접, , ,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과학실험 음악 미술 등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공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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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조적 지식공간

제 의 공간 으로서 미래 도서관‘ 3 (The 3rd Place)’

 제 의 공간 은 사회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집과 회사가 아닌 그 중간에‘ 3 ’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를 연결시키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드는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을

의미하며 공학적으로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결합된 공간을 의미함,

 최근 제 의 공간인 카페 바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들이 사업구상 인맥관리 미팅을 할 수 있는, 3 , , , ,

제 의 공간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제 의 공간인 집에서의 휴식보다는2 , 1 1

제 의 공간을 휴식의 공간이자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영감의 발전소로 활용하는 등3 제 의3

공간이 제 의 공간과 제 의 공간을 아우르는 스마트한 융합 공간으로서 재탄생1 2 되고 있음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가상공간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비슷한4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가상의 제 의 공간에서의3

만남을 계기로 물리적인 제 의 공간으로 직접 나와 만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신공동체를3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가상공간에서의 만남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만남을 모두

아우르는 제 의 공간 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 3 ’

 미래 도서관이 제공하는 제 의 공간은3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몰입의‘

공간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움을 연결하는 공간 이용자에게’, ‘ ’,

편안함과 안락함 여유를 제공하는 개인이 반영되는 공간, ‘ ’이어야 함

제 의 공간 제 의 공간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년 처음 사용한3 (The 3rd Place) : 3 1989※

단어로 집 제 의 공간 과 회사 제 의 공간 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쾌적하고( 1 ) ( 2 )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에 드는 공간 즉 정겨운 장소 를 의미함 박성신, ‘ ’ . ( , 2007)

지식 스페이스 클라우드 플랫폼 (Knowledge Space Cloud Platform)

 과거에는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였다면 요즘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은 이제 정보를, ‘

제공하는 공간 을 넘어’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변화‘ ’ 해야 함

 미래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지식공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지식 스페이스 클라우드 플랫폼(

Knowledge Space Cloud Platform)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창조적 지식이 공유되고 이용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 생태계 지식 창조 공간 제공 예 지식을 공유하는 가상공간을 이용자들이( :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그 곳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을 제공cyber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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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감적 공유공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감적 공유공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대 간 대화는 반드시 유지되고 확대돼야 할 가치 있는 보물이며 대화를“ ,

통해 어린이는 역사를 이어가고 노인은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전해준다 고 말하였으며.” ,

아프리카의 아마두 함파테 바는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라고“ .”

말함으로써 세대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세대 단절 및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세대 간 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대

공존형 주택을 통해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미래형 도서관에서는 실버세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실버 세대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적

공유공간을 제공해야 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감적 공유공간

 문화향유 기회나 만족도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문화격차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하지만 지역 간 문화시설 사각지대 가‘ ’

여전히 존재함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 , , 2015)

 미래 도서관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 ’ 하고,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서 포용성을 보다 확대‘ ’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공감적 공유공간을 제공 및 확대해 나가야 함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감적 공유공간

 정보 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정보격차는 그대로 지식 격차로 이어져 지식에, ,

대한 접근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지식수준과 활용 및 창출 능력의,

차이를 불러일으킴

미래 도서관은 이러한 정보 격차 혹은 지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가능한 지적인 업적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며 나눌 수 있는 지식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의 협력적 소비와

지식공유의 장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비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식 정보 공유공간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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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

구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공간 제공Library Eco Map

 의 구축 목적은 도서관 내외부의 에너지 방출량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절약할 수Library Eco Map ,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책무를 독려하는 데 있음

은 온실가스 발생원이 어딘지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Eco Map : Eco Map , ,※

으며 개인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이와, ,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의 구성은 에너지 소비량 쓰레기. Eco Map ,

배출량 교통량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을 지도와 그래프로 제공하며 온실가스 저감 실천방법과,

결과 창 으로 되어 있음 서기환(window) ( , 2010)

구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Library Green System

 미래 도서관은 구축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Library Green System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예 도서관 안팎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비교해 밖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자연환기를:

반대면 내부 환기 시스템을 가동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 조성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은 과 이 합쳐진 공간을 의미함Library Eco Map Library Green System

 북카트에 환경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온도 습도 조도IoT , , , , CO2 소음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센서가 부착된 북카트 이동 경로에 따라 공간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을, Library Eco Map

도출하여 도서관의 실내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도서관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그린에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 또는 센서 기반 환경 관제 및, IoT

제어 기술이 적용된 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그린에코 도서관 구축이 가능Library Green System

그림 친환경 그린에코 도서관 구축 방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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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서비스 영역

01 개인화 서비스

도서관 이용 및 외부 환경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서관별 이용자별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필요, ,

 장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천도서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은 존재하나 개인 이용자

및 도서관 별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시도 및 노력은 부족

 기술 환경 센서 비콘 시스템 스마트 북카트 등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세밀하고IoT , , , ICBMS

다양한 이용자 패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각 도서관 별로 대출 및 반납 기록 방문 열람실 이용 서비스 이용 및 비콘 접속 전원, , , IT (WiFi ,

사용 인터넷 접속 등 실내 환경 상태 등의, ), 도서관 이용 데이터와 도서관에서 생성되지 않지만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달력 지역별 발전 계획 뉴스 등의, , , , SNS 외부 환경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는 도서관의 규모 예산 현재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단독 협동, , , ,

중앙집중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가능

 도서관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되어야 하고 데이터,

오류 변조 및 수정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각 도서관은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온라인오프라인 개인화 서비스/

 도서관 이용 및 외부 환경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도출된 개인화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정보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 반면, 기계적이고 주기적인

메일과 문자 메시지들을 스팸으로 간주하여 유용한 정보들조차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주기적인 정보를 보내는 형식보다 이용자가 질문하거나 요청할 때 즉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자연어처리 및 텍스트마이닝 처리하는 기술과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외부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응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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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인화 서비스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창이나 채팅방의 질의 응답 방식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챗봇(Chatbot)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

 오프라인 개인화 서비스로는 기본적으로는 사서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으며 실내자율주행 및,

기계학습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Robot)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음

 제공되는 정보도 개인별 추천도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의 기존의 형태 뿐 아니라, , 특정 주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 또는 사회 현상 관련 정보 등을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음

직업별 지원 서비스 최근 취업난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될 정도로 그 심각:※

성이 높음 따라서 어떤 직업이 급여가 많고 복지수준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 등 원하는 직업을 택하기.

위한 정보 또는 현재의 직업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그림 개인화 서비스 제공 방안[ 42]

02 문화지원 서비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화 지원 서비스 제공

 도서관의 문화 지원 서비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서관의 필수 역할임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부족 등으로 내용의 다양성 및 시행 횟수 면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공연 전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은, ,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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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연장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감정과 감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공간 및 시설 예산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를 활용하면 적은 인력 시설 공간으로도 도서관, ,

이용자에게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및 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 확대VR, AR MR

 가상현실(VR)은 이용자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차원의 인공 환경‘ 3 ’을 뜻하는 것으로,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며 주로 라는 머리에 착용하는 장치로 감상, HMD(Head Mounted Display)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여행지 유적지 박물관, , 등을 가상현실로 구축하고3D

이용자에게 실제로 방문한 것과 유사한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음

 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 의 한 분야로(VR)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거나

가상환경에 실제 사물을 투영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또는 실제 사물이 가상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컴퓨터 그래픽기술임. 지금까지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개발되고 있음

 포켓몬 고‘ ’라는 닌텐도에서 개발한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현재 국내 많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의 실제 모습이 동화 속에

투영되는 것으로 증강현실 기술로 볼 수 있음

 증강현실 기술은 교육 혁명으로 바라볼 정도로 교육 콘텐츠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음 책을.

펼치고 휴대폰에서 증강현실 앱을 실행시키고 책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및 이야기들이 휴대폰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재생되어 보여 줄 수 있음

 도서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및 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VR AR

도입해야 하며 이를,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행정자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음

03 경계없는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상당히 오랫동안 도서관의 정보 제공은 장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보통신 기술들이

도입되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에 대한 체계적인 열람 대출 반납의 시스템, , 이 갖춰졌음

 나아가서는 해당 도서관에 있는 장서 뿐 아니라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까지 대출할 수 있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가 구축(http://www.nl.go.kr/nill/user/index.jsp) 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되어 도서관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

 한편, 장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다양한 전자책이 출판되면서 도서관 밖에서도 실물 장서가

아닌 파일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대출하여 책 뿐 아니라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까지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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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도서관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책바다처럼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을 열람할 수 없는 실정임

 디지털 저작권의 범위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의 한계로 즉시 도입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상호대차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함

그림 디지털 상호대차 서비스[ 43]

 경계없는 서비스의 한 방법은 특정 지역 버스역 지하철 기차역 공공기관 등 에 디지털 도서관( , , , )

열람 지역을 지정하여 에 인증하면 해당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게 해WiFi

주는 서비스로 이 기술은 상당히 성숙해 졌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림 도서관 밖 특정지역의 인증을 통한 경계없는 서비스[ 44]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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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립세종도서관의 기초 인프라 분석 시설환경 및 시스템 등:

7.1.1 시설환경 현황

국립세종도서관 은 년 행정도시건설 계획과 함께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년( ) 2006 2010國立世宗圖書館
국립도서관 설계안이 수립되어 년 준공되었고 같은 해 월 일에 개관하였음, 2013 12 12

책을 펼쳐 놓은 모습을 형상화하여 년에는 아이코닉 어워드 컨셉 분야 수상 글로벌 디자인2013 ,

웹진 디자인 붐에서 올해의 도서관 으로 선정 에 의해 세계적인 현대 건축' ' ' Top 10' , homedit

도서관에 선정 년에는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본상 수상, 2014

세종호수공원 및 수변광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수유실 구내식당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 ,

갖추고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하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전경 및 호수공원[ 45]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최초 지역 분관이자 국내 최초 정책 전문도서관으로서,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일반자료실 디지털열람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자료실 및 어린이놀이터와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

전시실 공연장 등의 편의 및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총면적 만 지상 층 지하 층으로 석의 자료실 좌석을 갖추었고 약 만 권의2 1077 , 4 , 2 720 , 44㎡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자료실과 정책자료실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열람석 어린이자료실, , , , ,

체험형 동화구연실 등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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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서관 자료실 현황[ 38]

표 국립세종도서관 연도별 장서 현황 권[ 39] ( )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0

87,227 211,469 292,202 341,521 441,187

층별 기능 및 면적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열람실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층별 안내 및 자료실[ 46]

항 목 주 요 내 용 층 수용능력 비고

어린이자료실
유아초등학생 연령대 자료 열람 및 대출∙ ․
체험형 동화구연실 이야기방 그림책나라 운영, ,∙ B1 석182 -

일반자료실1
철학 종교 예술 문학 역사 분야 일반도서 청소년자료, ,ㆍ ㆍ ㆍ ㆍ∙
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열람 및 대출

1 석156 -

세미나실 독서진흥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 1 - 예약제 운영

일반자료실2
총류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분야 일반자료 열람 대출/ㆍ ㆍ ㆍ∙
신문 연속간행물 코너 운영/∙ 2 석442 -

디지털열람석 인터넷 문서 작성 웹디자인 및 동영상 편집, ,∙ 2 - 예약제 운영

미디어열람석 비도서자료 관내 대출 후 시청 가능(DVD, CD)∙ 2 - 예약제 운영

정책자료실 정부 공공기관 발간자료 국내외 정책 자료 등 열람 및 대출,ㆍ∙ 2 - -

정책연구실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정책 연구를 위한 공간∙ 2 -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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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건축 디자인 및 환경

 년 월 국립세종도서관 건축디자인 공모전 결과 아날로그의 형태로 디지털을 수용하고2009 6 ,

인간의 감성을 담아낸 이모션 라이브러리 감성도서관 을 테마로 한 건축 설계가 당선되어‘ ( )’ ,

현재의 국립세종도서관 디자인 모태가 되었음

 통유리를 기본으로 동쪽은 지하 층 어린이도서관에서 지붕까지 개방된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이1

좋고 공간이 상당히 넓음

 세종호수공원에 인접하여 도서관 곳곳에서 유리창을 통해 세종호수를 바라볼 수 있고 수변광장, ,

근린공원 중앙공원과 연계되어 순환형 녹지로 연결되어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함,

 층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부채 작품이 벽면의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편안하면서 세련된2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은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개방된 도서관 구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부채 작품 인테리어

국립세종도서관 건축디자인 도서관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외관 및 내관 디자인 및 조경[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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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점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점으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EPI) 100 , 85.75 (

그림 등급 획득하였음1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총에너지 부하량 중에서 정도인 를 조달하는 것을5,300kW 32.95% 1746kW

목표로 의 지열설비가 동쪽 공원부분에 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건물 옥상 및, 1528 kW , 151.4 kW

주차장에 의 태양열 급탕설비는 지붕 층에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67 kW

 도서관의 냉난방은 지열로 실내 온수는 태양열 에너지로 공급하고 태양광 에너지는 전기100% ,

에너지 일부를 조달하고 있음

 도서관 로비 및 열람실 어린이도서관 등 내부공간이 확장된 곳엔 복사 냉난방시스템을, ·

도입하였음

 삼중유리 전동롤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냉난방에 소모되는 에너지 부하를 감소함(LoE Triple Glass),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자연채광

전동롤스크린 로이 삼중유리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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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임산부 유아 노인 등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 ‧ ‧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서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현재 본인증 심사 중에 있음(BF: Barrier Free)’ ,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획 장애인용 승강기는 물론 가족도우미화장실 종합영상음향실의, , ,

장애인 전용 좌석에서부터 장애인 전용의 정보검색기인 장애인 정보누리터 독서확대기, ,

대면낭독실 수유실 등까지 장애인 임신부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

 건물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조명이 설치된, LED

무장애경사 대면낭독실과 같은 일반도서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독서확대기 장애인 정보누리터

종합영상음향실 장애인 전용 좌석 가족도우미화장실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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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 시설

 주변 소음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마치 물소리나 바람 소리와 같은 대역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리의 사운드마스킹 공법을 사용하여 독서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Sound Masking)’

 도서관 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화할 수 있는 부스를“Mobile Phone”

곳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사운드마스킹 휴대폰 전화 부스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소음방지 시설[ 50]

편의시설

 국립세종도서관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식당 구내식당 레스토랑 음료를( , ),

제공하는 카페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여 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차 시 인근 호수 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80 , 3

안내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자전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음

구내식당 햇살마루( )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편의시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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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시스템 현황

도서관장서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기반 대출반납 운영 시스템RFID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 대출 및 반납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이루어지며 숫자 자리의9

회원번호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 회원번호는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 와 대응되어 있음, ID

 국립세종도서관은 도서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칩의 정보와 대응하여 관리하며RFID ID ,

도서바코드 칩 관리는 자체 개발한 도서관리시스템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RFID SELIS

있으며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대출반납 흐름도[ 52]

 도서 대출 및 반납은 도서관 내 도서반납대출서비스 데스크에서도 가능하고 각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대출반납기로 이루어 짐 세종청사 종합매장 층 로비 동 및 공정거래위원회. 1 (63 )

층 로비 동 에도 설치하여 세종청사 내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 가능1 (21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무료로 배달하는 책나래서비스와 도서관 방문하지 못할 경우 복사한 자료를

배송하는 우편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손상된 칩은 바로 수작업 명 으로 교체되며 이 교체 작업을 위해 매주 월요일 시간씩 군인RFID (3 ) , 3

명으로부터 장비 업무 봉사 지원받고 있음4

 이용자 부주의로 잘못된 곳에 위치하는 책들은 장서점검기 또는 사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음.

장서점검기는 잘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사서가 육안으로 발견할 때 처리되고 있음

 이용자가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대출되지 않은 도서를 도서관 밖으로 반출할 때 알람을 울려 주고,

도서관 방문자 출입횟수를 기록하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도서관 방문자.

출입횟수는 동일 이용자 확인 없이 단순히 출입 빈도수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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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출증 무인대출반납시스템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기반 도서 대출반납 운영 시스템[ 53] RFID

온라인 자료

 국립세종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전자책 교보문고 웅진 북큐브 오디오북 전자잡지( , yes24, OPMS, ), , ,

동영상강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및 태블릿 로 바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PC PC

 전자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반납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책을 대출, ,

반납하고 예약 연장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임,

 오디오북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여 청취하는 온라인 서비스임

 전자잡지는 국내 최신 잡지 여 종을 전용 뷰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임200

 동영상강좌는 개 분야 약 여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임11 560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는 원하는 자료가 현재 도서관에 없더라도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임 왕복택배비용은 개인이 부담. .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정보수정에서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하고 대출증의 회원번호를 기입하고 인증해야 함,

그림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이용 흐름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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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국립세종도서관 기관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는 웹과 모바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현황 자료검색(http://sejong.nl.go.kr) , , ,

대출 좌석예약 교육행사 온라인자료 등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홈페이지를, , ,‧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휴대폰이나 태블릿 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별도의 앱을 설치 없이 검색하거나PC ,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고 접속하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sejong.nl.go.kr”

 도서검색 공지사항 등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도서대출 교육행사 온라인 자료, , , ,

등 이용 시 우선 통합 회원으로 가입 한 후 국립세종도서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

대출증 발급 모바일 대출증 포함 후 이용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방문 건수 는 월평균 건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2015.01~2017.06) 126,120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음

홈페이지PC 모바일 홈페이지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및 모바일 홈페이지[ 55]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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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 운영 (POINT: http://policy.nl.go.kr)

 대한민국 행정의 요람인 세종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국립세종도서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 ‧ ‧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립세종도서관은 라는 포털을 운영하면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음POINT

 년 월 기준으로 온라인 정책보고서 건 학술자료 종 건 웹사이트2017 11 244,073 , 107,782 / 339,633,844 ,

건 협력기관 소장자료 건을 보유917 , 464,213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증 공무원 또는 이메일인증GPKI ( )

공공기관 을 완료한 정책회원 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됨( ) ‘ ’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기관대출서비스 정책정보협력망 상호대차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 ,

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등 공직자 대상 정책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ONESTOP

홈페이지PC 모바일 홈페이지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정책포털[ 56]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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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서버 시스템 운영

 국립세종도서관은 홈페이지 전자책 대출반납 좌석예약 이메일 저작권 보호 보안 자산관리 등, , / , , , , ,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들이 전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활동

내역들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됨

 약 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전산시스템 서버팜은 도서관 지하 층 전산실에 위치하고 있으며45 2 ,

서비스 전문업체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IT

 보안 및 업무 효율성을 내부 서버팜 인터넷망 업무망 이용자망으로 분리하여 구축하였음, DMZ, ,

 도서관과 관련된 활동 및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도서자료 대출반납 및/

좌석 사용 현황 등 도서관 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가능성 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availability)

향후 이용자 선호도 또는 동향 파악을 통해 도서관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과 다른 기업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를 수행할 때 짧은 개발 기간 이전 기업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였음,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하거나 이전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전, ,

필드들 중 사용하지 않는 필드들도 존재함

 이용자 및 관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대로 된 가이드나 제한을 두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용 서비스별 시스템

 국립세종도서관에는 다양한 곳에 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특정용도 일반자료검색 원문자료PC ( ,

전용 좌석예약 장애인 자료검색 회원가입 디지털신문 잡지 열람 등 가 정해져 있고 이용자가, , , , )

사용할 만한 동선에 위치하여 있음

일반자료검색 장애인 전용 좌석예약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이용 서비스별 시스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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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통장 시스템

 국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본인 스스로 독서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통장 시스템을 운영

독서통장 관리시스템 어린이 독서통장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이용 서비스별 시스템[ 58]

체험형 동화구연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스크린으로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아이들이

투영되어 동화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실재감을 주며 배경과 어울려 즐거운 체험을 통한 독서,

흥미유발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그림 체험형 동화구연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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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화 시스템

 체험 물품보관함 복사 서비스 시스템 삼성페이 결제시스템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 세종시IoT , , , ,

보건소 건강정보 검색대 등 이용자들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음

체험 물품보관함IoT 복사 서비스 시스템

삼성페이 결제 시스템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 세종시 보건소 건강정보 검색대

그림 기타 시스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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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국립세종도서관 기초 인프라 분석

국립세종도서관의 시설환경 및 시스템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립세종도서관의 기초 인프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항목 분석결과 및 시사점 검토방향

시설

환경

아날로그 감성 디자인 및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 조성∙
디자인과 환경은 국립세종도서관이 만족도가 매우 높고 방문객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결정적인 이유임

세종호수 근린공원 중앙공원 등과 인접하였고 아날로그 형태로 디- , , ,

지털을 수용하고 인간의 감성을 담은 감성 도서관 디자인으로 세종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

이용자 최우선 배려 시설과 최적의 독서연구 환경∙ ‧
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그 외 다양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들 배- BF ,

려한 시설들 그리고 소음방지시설은 도서관으로써 최적의 독서 환경

을 제공하고 있음

미세먼지 온도 습도 생활가스 등에 대한 환경요인에 대한 관제 및- , , ,

조절 기능 없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전∙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체 정도의- , , 30%

전기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도 현재의 전력시스템처럼 통계적으로 예측된 최대전-

력소비량보다 더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음10%

자연친화적이고 감성적인 도서관에∙
대한 철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 나

아가야 함

기술을 이용한 환경 측정 및 조IoT∙
절 시설 도입 검토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부담률을 증가시키∙
는 것이 필요

전력사용량 실시간 파악 및 전력공∙
급량 탄력적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검토 필요

도서관 입출입 접근성의 간소화 :∙ ․
손가락 정맥 등록서비스 검토 요망

시스템

안정적인 기반 도서관장서 관리 및 운영 시스템RFID∙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도서 대출 반납이 시스템 및- / RFID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무인대출반납기 장애인 전용 서비스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시스템 등- , ,

이용자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고 있음

잘못 위치한 도서 관리 및 칩 손상에 대한 교체 방법 낙후됨- RFID

인터넷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도서 및 자- , ‧
료를 활용할 수 있고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및 활동 모두 서버들에 저장됨- ‧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활동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부족함

이용자는 본인이 검색해서 원하는 도서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 ,

서들이 추천한 자료는 각각 이용자의 성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 및 칩 관IoT∙
리 필요

정책동향 이용자 선호도 도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품질 빅데이터

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비 표준,

화 품질관리 필요,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동패턴 파악을∙
위해 대출반납 좌석예약 등 자원,‧
점유 여부에 대한 정보 이외에 더

많은 데이터 획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센서 장치 필요IoT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에 기반∙
한 도서 및 자료 추천 서비스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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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립세종도서관의 서비스 유형 및 이용행태 분석

7.2.1 국립세종도서관 이용행태 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누적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013 12 2017 10 ( )

분석 대상

 공간 관련 데이터 층 세미나실 층 정책연구실 미디어 열람석 디지털 열람석 이용자 데이터(1 , 2 , , ), ,

대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이용행태 분석 데이터 전체 현황[ 40]

표 이용행태 분석 프로세스[ 41]

핵심내용 일정( ) 참석자 토론 내용

착수보고회

월 일(9 20 )

김용 오효정 외 인 전북대, 2 ( )

이현주 박효진 외,

인 국립세종도서관7 ( )

국립세종도서관 인프라 현황 공유∙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 도출을 위한 협력 의IoT data∙
사 타진

국립세종도서관 관련 협의IoT

월 일(9 22 )

오효정 양동민 외 인 전북대, 2 ( ),

이현주 외 인 국립세종도서관2 ( )

국립세종도서관 시설 시스템 등 현황 파악Infra ( , )∙
국립세종도서관 접근 방안 모색DB∙

국립세종도서관 전달DB

월 일 월 일(9 27 -10 27 )
양동민 전북대 조훈 권병근( ), ,

총 종 이용행태 종 종 도서 습득12 ( ) + 6 ( ) table∙
파악 및 분석DB schema ERD∙

이용행태 분석

월 일 월 일(10 30 -11 15 )

오효정 양동민 강주연, , ,

김태영 전북대( )

서비스 도출을 위한 이용행태 분석 기술적용이IoT (IoT∙
가능한 영역)

중간보고회

월 일(11 24 )

김용 오효정 양동민 박태연, , ,

전북대( )

국립세종도서관 이용행태 분석 결과 발표∙
관련자 및 추가 제공 의견FGI data∙

국립세종도서관 FGI

월 일(11 30 )

오효정 양동민 강주연 전북대, , ( ),

이신호 외 인 국립세종도서관5 ( ),

김태영 외 인 국립중앙도서관1 ( )

이용행태 분석 시 애로사항 전달 추가 요청, data∙
추가 분석 방향 협의∙

분석 대상 데이터 누적 기간 전체 데이터 수 분석 데이터 수

공간 관련 데이터 좌석 예약 통계( ) 년 월 년 월2013 12 ~ 2017 10 건274,424 건274,424

이용자 데이터 년 월 년 월2013 12 ~ 2017 10 건104,112 건96,098

대출 데이터 년 월 년 월2013 12 ~ 2017 10 건3,435,387 건3,2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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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도서관 이용자 분석

01 일반 사항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누적된 이용자 데이터는 총 건으로 그 중2013 12 2017 10 104,112 ,

국립중앙도서관 와 불일치된 건 전체 을 제외하고 건을 분석함DB 8,014 ( 8%) 96,098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세부 연령 분포는 대, 40 (30%),

대 대 대 대30 (25%), 10 (17%), 20 (11%), 50 (8%),

세 대 순으로 대의0~9 (7%), 60 (2%) 30~40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연령별 분포도[ 61]

대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이자 어린이 자료실30~40

운영이라는 점에서 기인함 즉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으로서 구성원이 주로 대인 공무원 및. , 30~40

연구원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대 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30~40

파악됨

그림 연령별 세부 분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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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성비 분포를 살펴보면 대에서는 여성 이용자가 다수인 반면 그 외 연령에서는 남자, 20~30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일반적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통계학 특성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여성 고령자는 도서관 이외의 공간을 활용하는 반면 남성 고령자는 도서관에서 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림 연령별 성비 분포도[ 63]

02 이용자 대출 현황 분석 회원 유형별:

이용자 데이터 건 중 최근 방문접속 기간이 개월 이내인 이용자를 유효 이용자로104,112 / 6

간주하고 건 전체 제외 의 데이터를 분석함94,028 ( 10% )

동시에 건의 대출 데이터 중 관련 정보가 모두 있는 데이터 건 전체 제외 을3,435,387 3,275,191 ( 5% )

분석함

표 일반 회원 분석 데이터 현황[ 42]

분석 대상 전체 데이터 수 분석 데이터 수 비고

이용자 데이터 건104,112 건94,028 최근 방문 접속 기간이 개월 이내인 이용자/ 6

대출 데이터 건3,435,387 건3,275,191 관련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

일반 회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월평균 대출 이용자는 명 전체 대비 이며 월평균 대출 횟수는 건임11,707 ( 12%) , 71,200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대출 이용자 및 대출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2013 12 2017 08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의 방학과 날씨의 영향으로 매년 월과 월은 이용률이 급증함, ·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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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반회원 월별 이용자 및 대출이용 횟수[ 64]

한편 정책 회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정책회원은 명이며 정책회원이면서 세종도서관 대출회원은 명임 일 기준12,131 , 5,003 (12.20 ).

월평균 대출 이용자는 명임740

 정책 회원 전체 이용자 대비 월평균 대출 이용자는 로 일반 회원과 비슷한 비율을 보임12%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정책 회원의 이용률 역시 증가추세를 보임2013 12 2017 09

 다만 개관 초기에는 정책 회원 이용률이 일반 회원 이용률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일반 회원의, ,

이용률보다 저조함

 최근 이용률의 감소에 대한 요인 분석 필요

그림 일반회원과 정책회원 대출 횟수 비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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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용자 대출 현황 분석 연령별:

연령별 이용자 대출 분석은 대 대 대를 중심으로 진행함10 , 40 , 60

대와 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이자 어린이10 40

자료실 운영으로 해당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며 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은퇴, 60

후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이용자층을 분석하기 위함 이용자 대출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10

 대 이용자는 월 평균 명이 방문하는데 이는 전체 이용자의 에 해당함10 2,304 19.7%

 대출 횟수는 건으로 전체 대출의 에 해당함15,532 21.8%

 대 이용자의 대출 행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음10 2013 12 2017 08

 특히 최근 이용률에서 감소추세가 두드러짐

 대 이용자의 특성상 방학 중인 월과 월에 이용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됨10 1, 2 7, 8

그림 세 대출 행태[ 66] 10-19

대40

 대 이용자는 월 평균 명이 방문하는데 이는 전체 이용자의 에 해당함40 3,718 31.8%

 대출 횟수는 건으로 전체 대출의 에 해당함22,900 32.2%

 대 이용자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횟수 역시40 ,

가장 높음

 대 이용자의 대출 행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음40 2013 12 201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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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과 월에 이용률이 급증하는 대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함1,2 7,8 10

 대와 대의 이용률 양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의 동반 방문을 유추할 수 있음10 40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서나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서비스 도입이 필요

그림 세 대출 행태[ 67] 40-49

대60

 대 이용자는 월 평균 명이 방문하는데 이는 전체 이용자의 에 해당함60 237 2%

 대출 횟수는 건으로 전체 대출의 에 해당함1,422 2.0%

 대 이용자의 대출 행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른 연령에60 2013 12 2017 08 ,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대 이용자의 이용률은 다른 연령과는 다르게 가을 이용률이 저조, 60

 따라서 노인 연령층의 유입 요인 분석이 필요하며 유독 가을 이용률이 저조한 요인에 대한 분석, ,

역시 필요함

그림 세 대출 행태[ 68]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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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도서관 이용행태 분석

01 분석 대상

국립세종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2013 12 2017 10

누적된 좌석 예약 통계 건에 대하여 분석하였음274,424

좌석 예약 통계가 누적된 공간은 층 세미나실 층 정책연구실 미디어 열람석 디지털1 , 2 , ,

열람석으로 총 곳임4

그림 국립세종도서관 공간 개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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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간별 이용행태 분석

월별 분석

 월별 도서관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실 미디어 열람석 디지털 열람석 모두에 대한, , ,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디지털 열람석이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월과 월에는 이용률이 급증하는데 이는 초 중 고등학생의 방학과 날씨가 원인으로 작용한1, 2 7, 8 , · ·

것으로 판단됨

그림 월별 도서관 이용률 분석[ 70]

요일별 분석

 요일별 도서관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평일 중 화요일에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반면 월요일은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용률은 평일 대비 나 높음( , ) 323%

 주말 이용률은 주말 사서 인력 배치나 환경미화원 배치 같은 도서관 운영 의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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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일별 도서관 이용률 분석[ 71]

시간별 분석

 공간 이용률은 시간대별로 다르나 오후 시간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음

 특히 디지털 열람석의 경우 오후 시에 이용률이 가장 높음, 3

 한편 정책연구실의 경우 다른 공간의 이용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오전 시에서 시에, , 9 10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용이 활발함,

그림 시간별 도서관 이용률 분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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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부 좌석별 이용행태 분석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은 개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번 좌석이 가장: 18 , 1, 2, 3, 4, 16

활발하게 사용됨

그림 정책연구실 좌석 사용 분포도[ 73]

미디어 열람석 미디어 열람석은 인석 개 인석 개 인석 개로 구성되어 있음: 1 10 , 2 5 , 3 3

 인석 중 번 좌석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1 201

그림 미디어 열람석 이용수[ 74]

디지털 열람석

 디지털 열람석은 총 개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음50

 상대적으로 모든 좌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번 번 번 번 좌석과 같이 다른101 ~ 110 , 115 , 150

사람들과 분리된 좌석의 이용률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다만 온라인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번 번 번 좌석은 이용률이 극히 낮음, 111 , 136 , 146

 다른 좌석보다 이용이 활발한 좌석은 비품 소모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컴퓨터나 의자 책상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 시 고려할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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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열람석 좌석 사용 분포도[ 75]

04 도서관 이용 요인 분석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FGI)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도서관 이용요인 분석에서 도서관 의사결정시 기상정보도 고려 요소임,

 기상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상자료개방포털 에서 제공하는 기상(https://data.kma.go.kr/)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다만 세종시 기상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대전과 공주 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 정보를 활용함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이용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더위 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음, ‘ ’

 한편 정책 연구실은 추위 가 디지털 열람석은 강수 가 이용률 변화에 영향을 미침‘ ’ , ‘ ’

년 월 일 이용행태 분석 결과에 대한 를 통해 도서관 이용요인 분석을 진행2017 11 30 FGI

 먼저 월요일에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가 휴관일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격주 아님 을, ( , . )

혼동하여 아예 월요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따라 화요일에 대출과 반납을.

위한 방문이 잦아지게 되었음

 한편 오후 시에 디지털 열람석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이 시간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하교, 3

시간으로 부모와 방문이 많기 때문임 이 시간에는 영화 관람이 주된 이용행태임.

 개의 디지털 열람석 중 번 번 번 좌석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좌석들의50 111 , 136 , 146

특별한 이용목적 때문임 번 좌석은 비도서자료 예약을 위한 좌석이고 번과 번 좌석은. 111 , 136 146

비회원이 프린트 및 검색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잠깐 로 사용하는 좌석임 즉 상기 개‘ pc’ . , 3

좌석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므로 사전에 예약이 불가능하고 현장 이용만 가능함

 대의 대출 감소 현상은 대가 주로 대출하고자 하는 책의 수량과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10 10

기인함 특히 이런 책들은 부모들이 대출해가는 경우가 많아 대 이용행태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10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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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국립세종도서관 이용행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립세종도서관 이용행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행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 43]

이용행태분석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도서관 경영을 위한 차기년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행태

분석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방법과 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과제 도출이

필요함

특히 개발 후속과제 혹은 기술이전을 통해SW 도서관 사서 및 관련자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교육이 급선무임

항목 시사점 및 개선방안

의사 결정

지원

시사점

실제 이용자로부터 도출된 빅데이터 기반 공간 활용 분석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

예컨대 주말 이용률을 기반하여 주말 사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많이 사용되는 좌석이나 장서,∙
등을 분석하여 교체나 구입 주기를 결정할 수 있음

문제점
현재 데이터는 좌석이나 장서에 대한 예약 데이터만 존재함‘ ’∙
단순 열람이나 방문 등∙ 도서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행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개선방안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종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함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에 기반한∙ 스마트 의사 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용행태

분석이 필요함

정보서비스

개발

시사점

이용자 연령 직분 원하는 장서 등 도서관 이용자의 그룹 특성을 고려하여, ,∙ 그룹에 타게팅 된

정보서비스를 도출해야 함

실제 상기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 연령이나 회원 종류에 따라 이용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이용자 그룹별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현재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와의 불일치나 데이터 필드값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DB∙ 데이터

오류가 상당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는 진정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으며 누적에 의미가 없음,∙

개선방안

∙ 의미있고 깨끗한 데이터의 누적을 위해 적합한 장비 관리 인력 시스템 등의 인프라, , 가 갖추어

져야 함

데이터 관리 인력은 전문인력과 더불어 차후DB∙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

인지 알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이용행태 분석 전문가 역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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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반 서비스 모형 개요IoT

01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기술 도입 및 기술성숙도 현황 및 분석(TRL)

상기 에서 언급된3.3, 5.1, 5.2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들과 관련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현재 적용

수준과 각 기술들의 기술성숙도를 다음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44]

각 기술들에 대한 현재 적용 수준은 LV.1, LV.2, LV.3로 표기함 는. LV.1 초기적용단계 는, LV.2

확산추세단계 는, LV.3 범용단계를 나타내며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에LV.1 ◯로 표시함

기술성숙도는 에서 단계1 9 로 표기함 각 단계는 숫자가 클수록 기술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며. ,

구체적인 정의는 에 서술되어 있음5.2.1.

표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기술 적용수준 및 기술성숙도 현황[ 44] (TRL)

신기술 항목
적용 수준 기술성숙도(TRL)

LV.1 LV.2 LV.3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단계9

도서관리 시스템RFID ●

스마트그리드 ●

빅데이터

이용자 패턴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데이터 공유 플랫폼 ●

챗봇 ◯
로봇 ◯
시스템IoT ◯

물품관리시스템 스마트 북카트( ) ◯

국립세종도서관은 대부분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되었더라도, 도서관리 시스템을RFID

제외하고 모두 초기적용단계로 신기술 도입이 미진함

대부분 기술들은 단계6 즉, 시제품이 개발된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 년 최대 년의 개발0.5 , 2

및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도입될 수 있음 단 이들 신기술들은. , 빅데이터 특히, 이용자 패턴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최적화된 성능으로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7.3.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반 서비스 모형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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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 국립세종도서관 구축 전략

미래 국립세종도서관의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기 의 기초 인프라 및 의 서비스 유형7.1. 7.2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함,

그림 기초 인프라 분석 및 개선 방향[ 76]

국립세종도서관은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 시설 및 환경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도서관 환경 측정,

조절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서관 환경 관리 시스템,

및 기반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IoT

그림 이용행태 분석 및 개선 방향[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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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기술 도입 및 기술성숙도 현황과 기초 인프라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 와 같이[ 78]

국립세종도서관의 미래도서관 구축 전략을 도출함

그림 국립세종도서관의 미래도서관 구축 전략[ 78]

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인간이며 미래 도서관은4 , 인간 중심의 도서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이용자 활용 현황 수집 시설과 분석할 수 있는 조직 인력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시급

최적의 이용자 시설 및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센싱 및 제어 방안 마련 필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도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구축 전략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IoT 을 제시함

국립도서관의 특징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을 차4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개의 미래 도서관 구축4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 모형을 개발함 또한 개발된 모형을 적용IoT . 하여

다양한 도서관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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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 개요IoT

장의 도서관 신기술 도입 및 정보트렌드 장의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 그리고 와 의5 , 6 7.1. 7.2.

국립세종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의 미래도서관 구축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서비스 모형IoT 은 그림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 79]

그림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 79] IoT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는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활동 도서관 환경 도서관IoT IoT , ,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표준화와 품질관리체계를 통해서 데이터 손실 없이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임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로 이용자별 참고서비스를 챗봇과 검색창의 온라인 서비스로

또한 사서와 로봇의 오프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서들은 빅데이터 통계 및, ,

대시보드의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도서관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단순 기술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 국립도서관으로서 산학연 기관들과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북카트와 같이 도서관에 유용한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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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부실천 로드맵

그림 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80] IoT

적용하기 위해 각 기술들의 수준 및 의존성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실천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보여줌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강과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나머지 서비스 모형 구현이

가능하며,

이용자 및 도서관 사서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개인화 서비스, 정책의사결정도구는 이용자

중심 ‘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저장 및 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스마트 북카트는 다른 서비스 모형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개인화 서비스 등의, 대부분의 서비스 모형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립세종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1

그림 세부실천 로드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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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정리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면서 서비스 모형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때IoT , ,

추진 방안 등의 도출을 위해 참고 지표 개를 명시4 함 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4

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45]

항목 참고 지표 정의

추진단계

시스템 개발을 위한 단계는 아래의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기술성숙도에 따라 일부 단계가4 ,∙
생략될 수 있음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소용되는 추진 단계를 예상.

추진기간
기술성숙도 난이도 기술융합도 등에 따라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추진기간을 예측, ,∙
년 단위로 표시∙

기술성숙도

(TRL)

기술성숙도 는 미국 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NASA∙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어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 활용됨

단계로 표시 숫자가 높을수록 기술성숙도가 높음 표 참고1~9 . ([ 22] )∙

추진우선순위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시스템 사이의 인과관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우선순위를 예측,∙

순위로 표시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는 높음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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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이용자 중심 기반 서비스 모형IoT

01 서비스 모형 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1 -

배경 및 필요성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 데이터는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예약 기록 교육,

프로그램 등록 정보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데이터로 이용자 중심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

 이용자 중심의 미래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이용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야 함

목적

 기존의 일반 활동 데이터 대출 예약 등록 등 와( , , )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열람 이동 서비스( , , IT

접속 등 는 이용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 내부 환경 데이터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와( , , ) 외부 환경

데이터 기상 달력 뉴스 서점 타 도서관 등 등의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 , SNS, , )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개요

 이용자 중심 데이터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활동 데이터‘ ’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데이터‘ ’로 구분될 수 있음

 이용자 활동 데이터는 도서 대출 열람실 예약 프로그램 등록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는, ,

일반 활동 데이터‘ ’와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용자가 시스템에

기록 안하는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 ’로 구분됨.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 수집은 예산에 따라

고가의 비콘에서 손목형 비콘도 가능 기존 방식까지( ) RFID 다양한 방법 고려 가능

 환경 데이터는 도서관에서 직접 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부 환경 데이터‘ ’와 공공데이터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외부 환경 데이터‘ ’로 구분될 수 있음

 총 가지 데이터는 각각 기존 시스템 센서 및 크롤링에 의해서 수집될 수 있음4 , IoT

표 이용자 중심 데이터[ 46]

항 목 수집방법 수집 데이터 종류

이용자 활동

데이터

일반 활동 데이터 기존 시스템 도서 대출 및 반납 열람실 예약 프로그램 등록 가입정보 등, , ,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 센서IoT 도서관 출입 이동 서비스 접속 비콘 전원 등 등, , IT (WiFi, , )

환경 데이터
내부 환경 데이터 센서IoT 온도 습도 소음 미세먼지, , , , CO2 등, VOCs

외부 환경 데이터 인터넷 크롤링 기상 달력 지역별 발전 계획 뉴스 서점 타도서관 등, , , , SNS, ,



- 252 -

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항 목 서비스 모형

이용자

활동

일반 활동

데이터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도서 대출 및 반납, 프로그램 등록, 열람실 예약, 이용자

가입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정리되어 있는 형태임 다음은 일반 활.

동 데이터 수집의 예시임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

도서관 활동 데이터들 중에서 접속 정보 및 각 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전원 사용 기록WiFi∙
은 수집 가능함 본 서비스 모형에서는 비콘 시스템 인지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함. , RFID

∙ 비콘 시스템은 이미 몇몇 국내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등 에서도 도( , )

입됨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통해 비콘 시스템에 접속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자의 접속 정보 및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이용자 위치 및 이용 현황 등을 수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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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추진단계

및

추진기간

일반 활동: 년1→

도서관 내 활동: 년1.5→

내부 환경: 년1→

외부 환경: 년1→

기술성숙도

(TRL)
도서관 내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단계 을 제외하면 모두 기술성숙도 단계임(7~8 ) 8~9∙

추진우선순위 순위 개 데이터 수집 모두 다른 어떤 서비스 모형들보다 가장 먼저 구현되어야 함1 : 4∙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지 않는∙ 도서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이용자의 활동의 수집하는 좋은 방법임

모든 서가에 리더를 설치하는 것은 고비용으로RFID ,∙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 스탠드

형 리더를 설치RFID 하여 열람하는 도서의 태RFID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함

환경

내부 환경

데이터

최근 건물 내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실내 환경을 센, IoT∙
서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으로 실시간 관제 및 제어 기술이 성숙되어 를 비ETRI

롯하여 케이웨어 주 주 주 등의 기업에서 상용화하고 있음, ( ), IOEHUB( ), WISEAIRSENSE( )

도서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IoT∙
하는 것이 중요함

외부 환경

데이터

기상 달력 지역별 발전 계획 뉴스 등의 외부 환경 데이터는 이미 개발 및 상용화되어, , , , SNS∙
있는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음(crawling) (sc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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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모형 데이터 저장 및 관리2 -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립세종도서관은 데이터 표준화 수립을 위한 지침과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데이터 연계는 물론, 일부는 데이터는 손실되어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임

 센서기술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이용자의 입력 오류 시스템의 오작동IoT ,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필요함

목적

 국립도서관으로서 타 도서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데이터가 손실되어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요

 데이터 표준화란 각 단위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명칭 및 도메인에 대한 표준 원칙을 수립하여

표준 데이터를 구축한 후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 데이터, ,

형식을 일치하며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신뢰성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련 도서관들에서, , ,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중요함

 품질관리체계는 품질관리 정책조직 품질관리 활동 품질관리 인프라(1) · , (2) , (3) 의 개의3

구성요소가 정의되어야 함

 또한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단계 구축단계(1) , (2) ,

운영단계 활용단계(3) , (4) 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품질관리 단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4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전문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함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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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데이터 표준화는 용어 사용의 혼란 방지 데이터 모델의 일관성 유지 데이터 정확성 및 품질, ,

확보 공통의 표준화된 데이터 이해 개발 생산성 향상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 및 정확성 향상, , ,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명칭 정의 형식 규칙을 먼저 규정, , , 하고, 단어사전 용어사전, ,

도메인 사전의 표준 데이터 사전을 구축해야 함

그림 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모형 안[ 81] (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며4 , 품질관리 정책 조직 품질관리 활동(1) · , (2) , (3)

품질관리 인프라의 개의 구성요소가 먼저 정의3 되어야 함

무엇보다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해야하며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그림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서비스 모형 안[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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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추진단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수립은 전문 기업의 컨설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IT※

추진기간
년 관련 기업들의 기술성숙도가 높으며 경험이 많은 기업은 년 안에 진행할 수 있을1 : 1∙

것으로 판단됨

기술성숙도

(TRL)
단계 관련 기술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9 :∙

추진우선순위 순위 여러 개의 서비스 모형 중에 이용자 중심 데이터 수집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음2 :∙

03 서비스 모형 개인화 서비스3 -

배경 및 필요성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를 통해 데이터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사회요구 유행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 동적인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용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채팅방 형식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형 방식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목적

 센서기술로 수집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를 통해 신뢰성 있게 저장된 데이터를IoT ,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용자 중심 참고서비스 엔진을 구축

 형태소 분석 텍스트마이닝 기반으로, 인터넷 검색창 챗봇 로봇, , 등의 대화형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개인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요

 인간 중심의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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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는 참고 서비스로 우선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나 자료를

추천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데이터 일반 활동 도서관 내 활동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는 물론, ( , , , )

장서 정보 및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계까지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방식으로, (Deep Learning)

학습한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을 개발‘ ’ 해야 함

 사서도 개발된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 을 바탕으로‘ ’ 인터넷 검색창, 챗봇 로봇,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항 목 서비스 모형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맞춰서 구현하지 않고,∙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엔진의 형

식으로 제작되어야 함

∙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은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딥러닝 기반으로 학

습시켜야 함

특정 목적 의료 진단 보조장치 바둑 등 에 맞는 인공지능 엔진을 구현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도( , )∙
서관 참고서비스에 최적화 된 엔진을 구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듦

∙ 이용자 중심 참 고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의 개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이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넷

검색창

인터넷 검색창은∙ 가장 구현하기 쉬운 형태로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이 개발되면 가장 짧

은 시간 내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에 입력하여 이용자 정보를 해석해서∙
이용자가 가장 원하는 자료를 제시할 것임

챗봇

이용자의 질의문장을∙ 형태소 분리 자연어 처리(Token/Parse), (NLP/Validate)로 인지 후에, 이용

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으로 전달하면 딥러닝으로 학습을 통해 도출된 답변 전달

최근 금융 쇼핑몰에 챗봇의 형태로 추천 서비스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부분 인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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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추진단계

및

추진기간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
년1→

인터넷 검색창: 년0.5→

챗봇: 년0.5→

로봇: 년1.5→

기술성숙도

(TRL)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 단계 이고 인터넷 검색창 챗봇 로봇이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7 ) , , ,∙
엔진이 개발되고 난 후에 융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 검색창 단계 챗봇 단계 로봇 단계(8 ), (7 ), (6 )

로 판단됨

추진우선순위 순위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모형임3 : ,∙

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정해진 응답 규칙으로 동작하는 패턴 매칭을에 기반한 챗봇임

아직 한글의 자연어 처리 어려움 기계학습 데이터 부족 최적의 기계학습법 도출 어려움으로, ,∙
대화하듯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전달 또는 개인화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까지는 아직 완벽하지

않음

로봇

이용자 중심 참고 서비스 엔진과 로봇이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자율주행 음성 인식 및 처리 기술 등의 부가적인 개발이 더 필요함,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은 여개 정도 기업에서 생, 10∙
산되는 제품으로 도서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안내 로봇 및 청소 로봇 퓨처로봇에서 제LG , ㈜∙
작한 퓨로 로봇 라인업 제품들이 대표적임

인천국제공항에서 성공적인 시범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자율주행기술 및 음성인식 기술이 개선되

고 있기 때문에,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로봇 제조 기업과 협력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는 것

을 고려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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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모형 정책의사결정 도구4 -

배경 및 필요성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면, 도서관 관련하여

다양한 통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음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 및 대출 예약 등록 관련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

현재 그 데이터를 분석도구를 통해서 시각화하여 정책에 활용한 경험이 적음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국립세종도서관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데이터 분석 방법과 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도출이 필요함

목적

 미래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해 서버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개요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복사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에서 데이터들을 분석 도구로 시각화DB 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현황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는 화면은 대시보드 형태(1) 이어야 하고, 웹기반(2) 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모바일 환경(3)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대시보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보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여러 워크시트 및 탭

등을 통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 형태로 동일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음,

 와 상관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OS 빅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가 웹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함

 개발 후속과제 혹은 기술이전을 통해 도서관 사서 및 관련자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SW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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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 도구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정책의사결정 도구는 장서 이용자 대출 및 반납 예약 등록 등, , , ,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 PC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전달하여 보여 주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음

 권한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누구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웹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특정 브라우저의 의존성도 없어야 하고, 대시보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서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과 관련 있는 직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함,

 그러므로 데이터 조작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그림 분석 및 시각화 도구 서비스 모형 안[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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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 도구를 위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추진단계

추진기간
년 관련 기업들의 기술성숙도가 높으며 경험이 많은 기업은 년 안에 진행할 수 있을1 : 1∙

것으로 판단됨

기술성숙도

(TRL)
단계 기업들의 이 분야 기술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9 :∙

추진우선순위 순위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3 : ,∙

05 서비스 모형 스마트 북카트5 -

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 서비스 모형 는1~4 모두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수용으로 볼 수 있음

 국립세종도서관으로서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국립세종도서관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산학연 기관들과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도적인 역할 수행도 요구됨

 북카트는 이용자들이 책을 보고 난 후에 반납하는 장비로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으며,

열람실에서 이용자들이 읽은 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임

 다양한 환경 센서 리더가 장착되거나 위치인지기술 실내자율주행기술 등이 융합, RFID , 된다면

도서관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

목적

 국립세종도서관 내에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북카트를 중심으로 환경 센서 리더, , RFID ,

실내위치인지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열람 도서 정보 수집을 통한 이용자 행태 파악 및 실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북카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래서 미래의 도서관은 도서‘ ’보다는 이용자‘ ’ 에 대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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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마트 북카트에 현재 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아래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5 , 가지 모두 다5

융합할 수도 있지만 이 중 몇 개의 기능만 융합하여 개발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기술을 결합하면 도서관 실내 환경 지도를 제작하는 스마트 북카트를, , ,① ② ④

개발할 수 있고 기술을 결합하면 실내 환경 지도 제작 및 이용자 열람 도서에 대한, ~① ④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북카트를 개발할 수 있음

표 스마트 북카트 서비스 모형 적용 기술[ 46]

항목 기술 내용

자율주행①

기술성숙도는 단계로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 또는 시제품 데모 단계에 있음6~7∙
카메라를 활용하여 차원 실내 정밀 지도를 만들고 이 지도를 가정하여 로봇이 지정3D 3 ,∙

되어 있는 위치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을 할 수 있음

국내에서 현재 시험운행 중인 로봇은 전자에서 만든 인천공항의 안내 및 청소 로봇과LG ,∙
네이버랩스에서 제작한 부산 서점의 라는 로봇이 있음Yes24 AROUND ∙

환경센서②

기술성숙도는 단계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음9∙
북카트에 장착하면서 실내위치인지 기술과 융합하여 현재 지점의 실내 환경과 현재 지도에∙
서의 위치를 대응 시켜 값을 저장하면 도서관 실내 환경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음

기반 환경센서는 현재 상용화 수준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음IoT∙

리더RFID③

기술성숙도는 단계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음9∙
리더는 이용자가 책을 서가로부터 빼서 열람한 후에 북카트에 반납하는데 이 때 북RFID ,∙

카트에 리더를 장착하면 이용자의 열람했던 도서의 정보를 알 수 있음RFID

또한 자율주행 기술과 융합되면 로봇이 서가를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서가에 있는 장, ,∙
서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서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도서라고 함.∙

실내위치인지④

기술성숙도는 단계로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 또는 시제품 데모 단계에 있음6∙
는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현재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실내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GPS∙

않음 때문에 도서관 내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의. , WiFi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실내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

실내위치인지 기술이 적용되면 각종 센서로 부터 측정되는 값과 현재 도서관의 위치와 대∙
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음

운행보조기술⑤

기술성숙도는 단계로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에 있음6∙
이용자의 이동 방향이나 의도를 감지하여 힘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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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북카트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북카트 서비스 모형은 개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5 , 국내 환경

센서 및 리더는 기술성숙도 단계상용화 단계RFID 9 ( )로, 위치인지자율주행 기술 적용 카트는·

단계유사환경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또는 단계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운행보조장치는6 ( ) 7 ( ),

단계로6 판단됨

 이 중 스마트 북카트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실내위치인지 운행보조장치 기술, , 은 네이버랩스에서

어라운드 에어카트M1, , 라는 이름의 로봇으로 그 기능이 구현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이 로봇들은 공공 도서관 또는 서점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세종도서관이

좋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 토종 최대 포털 네이버의 핵심 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랩스와

국립세종도서관이 공동으로 스마트 북카트를 개발한다면 시너지 및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이 개발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년 이상(3 )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책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임

그림 스마트 카트 서비스 모형 안[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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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북카트를 위한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항목 서비스 모형 구현 시 참고 지표

추진단계

추진기간 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3∙
기술성숙도

(TRL)

단계 개의 모든 기술이 스마트 북카트에 적용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현재6 : 5∙
의 기술성숙도를 단계로 판단함6

추진우선순위
순위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 보다는 현실성 및 시급성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지만4 :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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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조사표

부록 설문 결과미응답 수치는 제외 후 분석( )

부록 검토자료 연구관련 유관기관의 핵심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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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조사표

설문지 사서용( ) No.

차 산업혁명4【 】

정의 :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 , ·
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특징 : 초연결 과 초지능 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해 더 넓은 범위 에 더 빠른 속도 로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 을 끼친다 인공(scope) (velocity) (impact) .
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AI), (IoT), , ,
스에 융합되거나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3D , , ,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

출처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

지능 정보화 서비스【 】

정의 : 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컴퓨터 인터넷에 이어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의4 · (IoT)· (AI)· ·
지능기술이 범용기술로 부상하는 정보화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특징 : 지능을 갖춘 기계가 보편화되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인간의 지식노동을 보완 지원하는 지, ,
능화 시대가 실현됨으로써 산업사회 정보사회와 유사하게 생산방식 산업이나 고용구조 기술혁신 등, · ,
경제사회 전반에서 급속한 변화가 촉발될 전망이다.
지능 정보화 서비스 예시< >

기술은 체스 장기 바둑 등 정형화된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추월했고 변호사 사무실의 판례AI · ·–
검색 의료분야 질병사례 검색 보험업계 심사 은행 인증 등 지식 판단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용, , , ·

도서관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 비콘 등 등의IoT( , NFC ) VR, AR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 정보화 서비스 개발이 주목받고 있음

출처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IT&Future Strategy , (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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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성별1. 남성① 여성②
연령2. 대20① 대30② 대40③ 대50④ 대 이상60⑤
학력3. 고졸① 대졸② 대학원 석사 졸( )③ 대학원 박사 졸( )④

근무경력4.
년 미만5① 년 미만5-10② 년 미만10-15③

년 미만15-20④ 년 미만20-25⑤ 년 이상25⑥
근무기관5. 공공도서관① 학교도서관② 대학도서관③ 전문도서관④ 국가도서관⑤ 정부부처⑥ 기타⑦
직급해당시6. ( ) 급 급4 ·5① 급 급6 ·7② 급 급8 ·9③ 무기 계약직( )④ 기타⑤

차 산업혁명 인식II. 4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얼마나1. 4 알고 있으십니까?

전혀 모름① 잘 알지 못함② 보통③ 약간 알고 있음④ 잘 알고 있음⑤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2. 4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음① 별로 관심 없음② 보통③ 약간 관심 있음④ 매우 관심 있음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어느 분야에2-1. ,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인공 지능(AI):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여 지식활동을 하는 시스템. ex)
알파고 왓슨 엑소브레인 등, ,

② 사물 인터넷(IoT): 인간 사물 환경 등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장치· ·
로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스마트 홈 커넥티드 카 등ex) ,

③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자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을 필요한만큼 빌려서: IT ( , , , )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등ex) , drop box

④ 빅데이터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⑤ 모바일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 휴대폰 태블릿 등ex) , pc
⑥ 로봇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축: , 2

이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구동 기구. 수술 로봇 재난구조 로봇 등ex) ,

도서관 분야에서 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4 ?

상당히 미흡① 어렵게 추격 가능② 보통③ 수월하게 추격 가능④ 선도적 위치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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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4Ⅲ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1.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IT 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항 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IT
장비

데스크톱 PC①

노트북②

넷북 소형노트북 태블릿 등( , pc )③

휴대폰 스마트폰/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전자책 전용단말기킨들 누크 샘 크레마 등( , , , )

프린터3D⑥

비콘⑦

RFID⑧

코드QR⑨

웨어러블 북 입는 책( )⑩

구글글래스⑪

귀하가 현재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2.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개선이 필요한4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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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Ⅳ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도서관에1. 지능 정보화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도서관에서2.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도서관이3. 지능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 실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 4Ⅴ

귀하는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1. 4 ?

차 산업 혁명은4 ...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서관 발전에1.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의2. 역할을 확대시킬 것이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3. 완화시킬 것이다.
도서관 내4.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2.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4 아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공 지능(AI)①
사물 인터넷(IoT)②
클라우드 컴퓨팅③
빅데이터④
모바일⑤
로봇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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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이3. 4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인적자원 전문성 업무효율성( , )

2 시설 환경 공간( )

3 시설 환경 디바이스( )

4 도서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

5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

6 기타 의견 새( 로운 아이디어나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4. ,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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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적자원 전문성 업무효율성( , )

1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전문 사서 배치

2 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서 대상 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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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환경 공간( )

4 도서관 내 이용자 위치 파악
예 이용자의 자녀 위치 확인)

5 도서관 내 공간별 활용도를 분석

6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예 열람실 빈자리 현황)

시설 환경 디바이스( )

7 도서관 서비스 안내 기기 키오스크 배치( )

8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예 스마트 서가)

9 스마트 콘텐츠 구비
적용대상 장서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 DVD

10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도서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

11 도서관 자료를 쉽게 스스로 대출 반납( ) /
예 무인대출)

12 독서 흥미 유발과 관련한 기기 배치
예 독서통장관리시스템)

13 신기술을 응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예 프린팅)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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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신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자 교육 제공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

15 도서관 자료를 쉽게 검색
용이성 측면( , UI )

16 내가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정확히 제공
정확성 정보요구 부합( , )

17 내가 필요한 신규정보를 알아서 제공
시의적절성( )

18 추가로 귀하의 도서관에서 구현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바이스 공간 오프라인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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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도서관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 등4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어떤 이용자
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개의 보기 선택 가능?( 2 )

어린이① 청소년② 장애인③ 노인④ 일반 전체-⑤

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6.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차 산업혁명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 보강4①

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4②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 확충③

이용자 지원 도구 확충④

차 산업혁명 전개 관련 정보 제공 콘텐츠 보강4⑤

기타 의견⑥
새로운 아이디어나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7. 4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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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이용자용( ) No.

차 산업혁명4【 】

정의 :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 , ·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특징 : 초연결 과 초지능 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 에 더 빠른 속도 로 사회 전번에 크게 영향 을(scope) (velocity) (impact)
끼친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 (AI), (IoT), , ,
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3D , , ,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

출처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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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I.

성별1. 남성① 여성②
연령2. 세 이하19① 대20② 대30③ 대40④ 대50⑤ 대 이상60⑥
학력3. 고졸 미만① 고졸② 대졸③ 대학원 석사 졸( )④ 대학원 박사 졸( )⑤

도서관4.
방문경험

거의 매일 주 회 이상( 4 )① 일주일에 회 정도2-3② 일주일에 회 정도1③
한 달에 회 정도1④ 석 달에 회 정도1⑤ 일 년에 회 정도1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⑦

5.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 공공도서관① 학교도서관② 대학도서관③ 전문도서관④ 국가도서관⑤ 작은도서관⑥ 기타⑦

직업6.
초 중 고등학생· ·① 대학생 원( )② 회사원③ 자영업④
전문직⑤ 공무원⑥ 전업주부⑦ 무직⑧ 기타⑨

차 산업혁명 인식II. 4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얼마나1. 4 알고 있으십니까?

전혀 모름① 잘 알지 못함② 보통③ 약간 알고 있음④ 잘 알고 있음⑤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2. 4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음① 별로 관심 없음② 보통③ 약간 관심 있음④ 매우 관심 있음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어느 분야에2-1. ,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인공 지능(AI):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여 지식활동을 하는 시스템. ex)
알파고 왓슨 엑소브레인 등, ,

② 사물 인터넷(IoT): 인간 사물 환경 등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장치· ·
로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스마트 홈 커넥티드 카 등ex) ,

③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자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을 필요한만큼 빌려서: IT ( , , , )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등ex) , drop box

④ 빅데이터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
⑤ 모바일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 휴대폰 태블릿 등ex) , pc
⑥ 로봇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축: , 2

이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구동 기구. 수술 로봇 재난구조 로봇 등ex) ,

도서관 분야에서 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4 ?

상당히 미흡① 어렵게 추격 가능② 보통③ 수월하게 추격 가능④ 선도적 위치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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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 4Ⅲ

귀하가1.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IT 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항 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IT
장비

데스크톱 PC①

노트북②

넷북 소형노트북 태블릿 등( , pc )③

휴대폰 스마트폰/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전자책 전용단말기킨들 누크 샘 크레마 등( , , , )

프린터3D⑥

비콘 예 카페 진동벨( : )⑦

RFID⑧

코드QR⑨

⑩ 웨어러블 디바이스
예 스마트워치 구글글래스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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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2.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IT 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번 문항 사진 참조(1 )

항 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IT
장비

데스크톱 PC①

노트북②

넷북 소형노트북 태블릿 등( , pc )③

휴대폰 스마트폰/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전자책 전용단말기킨들 누크 샘 크레마 등( , , , )

프린터3D⑥

비콘 예 카페 진동벨( : )⑦

RFID⑧

코드QR⑨

웨어러블 디바이스 예 스마트워치 구글글래스( : , )⑩

귀하는3.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4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조금 만족한다② 보통이다③ 상당히 만족한다④ 매우 만족한다⑤

귀하가4.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4 에 대한 불만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귀하가5.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4 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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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I . 4Ⅴ

귀하는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에 불러올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1. 4 ?

차 산업 혁명은4 ...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서관 발전에1.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의2. 역할을 확대시킬 것이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3. 완화시킬 것이다.
도서관 내4.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2.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4 아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공 지능(AI)①
사물 인터넷(IoT)②
클라우드 컴퓨팅③
빅데이터④
모바일⑤
로봇⑥

차 산업혁명 기술이3. 4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인적자원 전문성 업무효율성( , )
2 시설 환경 공간( )
3 시설 환경 디바이스( )
4 도서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
5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
6 기타 의견 새( 로운 아이디어나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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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에서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적자원 전문성 업무효율성( , )

1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전문 사서 배치

2 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서 대상 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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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환경 공간( )

4 도서관 내 이용자 위치 파악
예 이용자의 자녀 위치 확인)

5 도서관 내 공간별 활용도를 분석

6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예 열람실 빈자리 현황)

시설 환경 디바이스( )

7 도서관 서비스 안내 기기 키오스크 배치( )

8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예 스마트 서가)

9 스마트 콘텐츠 구비
적용대상 장서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 DVD

10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도서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

11 도서관 자료를 쉽게 스스로 대출 반납( ) /
예 무인대출)

12 독서 흥미 유발과 관련한 기기 배치
예 독서통장관리시스템)

13 신기술을 응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예 프린팅) 3D

14 신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자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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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요성
이용경험과상관없이 모든 분이작성해주세요(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

15 도서관 자료를 쉽게 검색
용이성 측면( , UI )

16 내가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정확히 제공
정확성 정보요구 부합( , )

17 내가 필요한 신규정보를 알아서 제공
시의적절성( )

18 추가로 귀하의 도서관에서 구현되거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바이스 공간 오프라인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 포함( , , , )

5. 도서관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 등4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어떤 이용자를 대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 선택? (2 )

어린이① 청소년② 장애인③ 노인④ 일반 전체-⑤

6.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 선택? (2 )

① 전자책 전용단말기킨들 누크 샘 크레마 등( , , , ) 프린터3D② 비콘 예 카페 진동벨( : )③

RFID④ 코드QR⑤ ⑥ 웨어러블 디바이스예 스마트워치 구글글래스( : ,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7. 4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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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결과미응답 수치는 제외 후 분석( )

부록 01 사서 설문 결과

일반사항I.

성별

 설문 대상 사서의 성별은 여성 남성(83.4%),

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16.6%)

다.

연령

 설문 대상 사서의 연령 분포는 대30 (37.2%),

대 대 대 순으로40 (25.2%), 20 (19.9%), 50 (17.5%)

나타났다.

학력

 설문 대상 사서의 학력 분포는 대졸(80.1%),

대학원석사졸 대학원박사졸( ) (16.7%), ( ) (2.1%),

고졸 순으로 대졸의 비율이 대다수인(1.1%) ,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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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설문 대상 사서의 근무경력은 년 미만5

년 미만 년 미만(37.9%), 510 (21.3%), 1015

년 이상 년 미만(13.1%), 25 (12.8%), 2025

년 미만 순이며 과반수 이(9.6%), 1520 (5.3%) ,

상이 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것으로10

나타났다.

근무기관

 설문 대상 사서의 근무기관은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44.9%), (30.9%),

전문도서관 기타 학교도(17.3%), (2.6%) (2.2%),

서관 순으로 대부분 공공 및 국가 도서(1.5%) ,

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해당시( )

 설문 대상 사서의 직금은 급 급67 (42.8%), 89

무기계약직 급 기타(33%), ( ) (13.6%), 45 (6.1%),

의 순으로 대부분 급 급 사이에 분포(4.5%) 6 9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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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인식II. 4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4

있으십니까?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약간 알고 있거나4

보통 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42.7%), (3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혀 모77.7% ,

름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에 지나지 않아0.7% ,

사서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4

있습니까?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약간 관심 있거나4

보통 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45.5%), (26.9%)

의 이며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72.4% ,

도 전체의 에 달하여 사서의 차 산업18.9% , 4

혁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차 산업혁명의 분야별 관심은 사물인터넷4

인공지능 빅데이터(IoT)(28.4%), (25%), (23.3%),

모바일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13.4%), (5.2%),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상 사서들은 사(4.7%) .

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개 분야(IoT), , 3

에 대하여 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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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분야에서 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어느4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분야에서의 차 산업혁명 전개가 상당4

히 미흡하거나 어렵게 추격 가능(33.1%),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과반이(29.6%)

넘어 사서들은 도서관 분야에서의 차 산업, 4

혁명 전개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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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III. 4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데스크톱( PC)?

 사서들은 업무를 위해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 중 데스크톱 사용 을 주로PC (82.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노트북( )?

 업무를 위한 노트북 사용량은 매우 자주 사

용 자주 사용 보통 사용(15.8%), (18.6%),

률이 과반을 넘어 노트북의 업무 활용(30.5%)

은 데스크톱 보다 낮지만 상당부분 업무에PC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넷북( )?

 넷북은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42.2%),

사용하지 않아 업무 활용에 있어 넷북(18.3%)

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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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휴대폰스마트폰( / )?

 휴대폰스마트폰 업무 사용량은 매우 자주 사/

용하거나 자주 사용 보통(59.7%) (16.9%),

사용하여 사서들의 휴대폰스마트폰(15.5%) , /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전자책 전용단말기( )?

 전자책 전용단말기는 업무를 위해 전혀 사용

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아(70%),

사서들의 전자책 전용단말기 업무활(11.1%)

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프린터(3D )?

 프린터는 업무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3D

아 사서들의 업무를 위해 프린터느(90.7%) 3D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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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비콘( )?

 비콘은 업무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아 사서들의(85.6%) (6.8%)

업무를 위해 비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RFID)?

 는 매우 자주 사용 자주 사용RFID (44%),

보통 사용 으로 업무활용률이(16.7%), (16.4%)

높게 나타난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서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18.2%)

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코드(QR )?

 코드는 매우 자주 사용 자주 사용QR (10.3%),

보통 사용 으로 업무활용률이(17.6%), (32.4%)

높은 편이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21.3%),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서도 상당 수(18.4%)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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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웨어러블 북( )?

 웨어러블 북은 업무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업무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91.1%)

다.

귀하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스IT

마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구글글래스( )?

 구글글래스는 업무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

아 업무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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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인식IV.

귀하의 도서관에 지능 정보화 서비스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능 정보화 서비스에 도입의 필요에 대해

매우 그렇다 는 답변과 그렇다(33.2%) (41.7%)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답변의 에 달하74.9%

여 사서는 도서관 지능 정보화 서비스 도입,

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서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19.3%),

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지만 보(32.9%) ,

통이다 제공하고 있다 는 답변(31.4%,), (14.3%)

이의 전체 비율이 에 달하여 도서관의45.7% ,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이 낮거나 어느 정

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이 지능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능 정보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매

우 된다 된다 는 답변이 전체(19.2%), (37.2%)

비율의 과반이 넘고 보통이다는 답변이,

로 지능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26.1%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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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V. 4

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4

인다.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에 매우 도움이4

된다 도움이 된다 는 답변이 전(32%), (51.6%)

체 비율의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답83.6%,

변이 로 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발전에0% 4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차 산업혁명은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킬 것4

이다.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역할을 매우 확대4

시킬 것이다 확대 시킬 것이다(28.1%), (38.1%)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보

통이란 응답비율이 인 반면 전혀 그렇22.8% ,

지 않다는 답변은 에 지나지 않아 사서1.8%

는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4

키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4

를 완화시킬 것이다.

 차 산업혁명의 정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4

완화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16.7%),

는 답변이 전체비율의 과반 수를 넘(35.2.2%)

고 보통이란 답변의 비율이 로 나타나, 27.8%

사서는 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양극화 현상4

을 완화시킬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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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를4

늘릴 것이다.

 도서관 내 기회 및 일자리에 대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10.7%), (33.1%),

이다 로 나타나 사서는 차 산업혁명(39.1%) , 4

이 사서의 도서관 내 기회 및 일자리를 위협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인공지능?(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인공지능기술4

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22.4%), (44.8%),

보통이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28.2%) ,

다 필요하지 않다 로 인공지능기술(0.7%), (4%)

은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매우 필요한4

기술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물 인터넷?(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사물 인터넷이4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33%), (47.3%),

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17.2%) ,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사물(0.4%), (2.2%)

인터넷이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매우4

필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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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클라우드 컴퓨4

팅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34.1%), (42.1%),

보통이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21.2%) ,

다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클라(0.7%), (1.8%)

우드 컴퓨팅이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4

매우 필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빅데이터?(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빅데이터가 매4

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54.8%), (34.4%),

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9%) , (0.7%),

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빅데이터가 차(1.1%) 4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매우 필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모바일?(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모바일이 매우4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54.5%), (36.2%),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7.9%) , (0.4%),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모바일이 차(1.1%) 4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매우 필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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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로봇?(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로봇이 매우4

필요하다 필요하다 란 답변이(11.2%), (31.5%)

전체 답변 비율의 이며 보통이다는43.7% ,

답변 비율이 이며 필요하지 않다39.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의 답변비(13.4%), (4.3%)

율은 로 사서는 로봇이 차 산업혁명의17.7% 4

도서관에서 필요한 기술로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봇 기술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도 상당수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인적자원?(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인적자원이 매4

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24.7%), (44.1%),

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27.2%) , (0%),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인적자원이(3.9%) 4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설환경공간?( (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시설환경공간4 ( )

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44.8%), (36.6%),

보통이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15.8%) ,

다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차(0%), (2.9%) 4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시설환경공간이 매( )

우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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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설환경디바이스?( (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시설환경디바4 (

이스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44.3%),

보통이다 인 반면 전혀 필요(40.4%), (14.3%) ,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0.4%), (0.7%)

는 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에서 시설환경디4 (

바이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 )

 차 산업혁명시대에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4

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26.3%), (45%),

통이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21.9%) ,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차(0.7%), (21.9%) 4

산업혁명에도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는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

 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가4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47%), (40%),

다 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12.2%) , (0%),

필요하지 않다 로 사서는 차 산업혁명(0.7%) 4

의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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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기술전문 사서배치?( )

 기술전문 사서배치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32%) (41.3%)

비율의 에 달하고 보통으로 응답한 비73.3%

율이 로 사서는 기술전문 사서배치에 대21% ,

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신기술 활용교육?( )

 신기술 활용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56.6%) (37%)

비율의 에 달하여 사서는 신기술 활용93.6% ,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적용?( )

 신기술 활용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47%) (44.8%)

비율의 에 달하여 사서는 업무효율을91.8% ,

위한 기술적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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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이용자 위치파악?( )

 이용자 위치파악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18.9%) (30.2%)

체 비율의 에 달하고 보통으로 응답한49.1%

비율이 로 사서는 이용자 위치파악에37.7% ,

대해 다소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공간 활용도 분석?( )

 공간 활용도 분석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37%) (43.8%)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80.8% ,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공간 활용도 분16.7% ,

석이 매우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편의시설 현황정보 제공?( )

 편의시설 현황정보 제공에 대해 매우 필요하

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33.8%) (44.8%)

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한78.6% ,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편의시16.7% ,

설 현황정보 제공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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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도서관 서비스 안내기기 비치?( )

도서관 서비스 안내기기 비치에 대해 매우 필

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31.9%) (43%)

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74.9% ,

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도서21.9% ,

관 서비스 안내기기 비치를 필요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 매우 필

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53.8%) (38.4%)

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92.2% ,

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서가상7.5% ,

배가 위치 정보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스마트 콘텐츠 구비?( )

스마트 콘텐츠 구비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37.4%) (46%)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83.4% ,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스마트 콘텐츠14.7% ,

구비가 매우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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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에 대

해 필요하거나 보통이다 라고 응(38.1%) (32.7%)

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매우 필70.8% ,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21.2% ,

서관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쉬운 대출반납?( / )

쉬운 대출반납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45.7%) (38.2%)

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83.9% ,

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쉬운 대출반14.6% , /

납이 매우 필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독서 흥미유발 관련기기 배치?( )

독서 흥미유발 관련기기 배치에 대해 매우 필

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25.4%) (43.7%)

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79.1% ,

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독서23.7% ,

흥미유발 관련기기 배치가 필요한 편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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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독신기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매우 필

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26.9%) (38.4%)

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답65.3% ,

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신기25.1% ,

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신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제공?( )

신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제공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38.7%) (44.4%)

비율이 전체 비율의 이며 보통으로 응83.1% ,

답한 비율이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신14.3% ,

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제공이 매우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용이성?( (UI))

용이성 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 (UI) (57.9%)

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의(34.6%)

에 달하여 사서는 도서관에서 용이성92.5% ,

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UI)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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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정확성정보요구부합?( ( ))

정확성정보요구부합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 )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63.2%) (30%)

비율의 에 달하여 사서는 도서관에서93.2% ,

정확성정보요구부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 )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시의절절성?( )

시의적절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51.8%)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41.1%)

의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시의적절성이92.9% ,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귀하의 도서관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 등 새4

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어

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서비스의 대상자는4

일반전체 청소년 장애인 (56%), (16.8%),

노인 어린이 순으로 나타났(12.3%), (8%), (6.8)

다 비율상 사서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 

전체에 대하여 활용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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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인력 보강?( )

전문인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

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38%) (45.2%)

체 비율의 에 달하며 보통으로 응답한83.2% ,

답변은 로 나타나 사서는 도서관에서 전14%

문인력보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용 서비스 개발?( )

응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

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43.7%) (44.4%)

이 전체 비율의 에 달하며 보통으로 응88.1% ,

답한 답변은 로 나타나 사서는 도서관에10%

서 응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교육훈련 확?(

충)

응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

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51.6%) (42.3%)

이 전체 비율의 에 달하여 사서는 도서93.9% ,

관에서 실무자 교육훈련 확충의 필요성을 매

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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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 지원 도구 확?(

충)

이용자 지원 도구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42.3%) (44.8%)

비율이 전체 비율의 에 달하며 보통으87.1% ,

로 응답한 비율은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11,8%

이용자 지원 도구 확충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콘텐츠 보강?( )

정보 콘텐츠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

하거나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43.7%) (43.3%)

이 전체 비율의 에 달하며 보통으로 응답87% ,

한 비율은 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정보11.9% ,

콘텐츠 보강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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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2 이용자 설문 결과

일반사항I.

성별

 설문 대상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 남성(55%),

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44%)

나타났다.

연령

 설문 대상 이용자의 연령 분포는 대20 (29%),

대 세 이하 대30 (25%), 19 (16.6%), 40 (15.2%), 50

대 대 이상 순으로 대의(7.5%), 60 (6.6%) , 2030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설문 대상 사이용자의 학력 분포는 대졸

고졸 미만 고졸 대학(53.4%), (16.8%), (13.5%),

원석사졸 대학원박사졸 순으( ) (12.3%), ( ) (3.9%)

로 과반수 이상이 대졸 학력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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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문경험

 설문 대상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경험은 한 달

에 회 일주일에 회 거의 매1 (21.1%), 1 (18.6%),

일주 회 이상 일주일에 회( 4 )(16%), 23 (15.5%),

거의 이용하지 않음 석 달에 회(11.6%), 1

일 년에 회 순으로 응답자 중(9.8%), 1 (7.4%) ,

이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서71%

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

 설문 대상 이용자가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학(54.2%), (18.6%),

도서관 국가도서관 작은도서관(12.7%), (9.8%),

전문도서관 기타 순으로(2.4%), (1.4%), (0.9%) ,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설문 대상 이용자의 직업 분포는 회사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24.1%), · · (16.7%), (16.1%),

전문직 공무원 기타 무(10.9%), (7.9%), (10.6%),

직 전업주부 자영업 순으(6.2%), (4.2%), (3.3%)

로 학생 의 비율과 회사원 의 비, (32.8%) (24.1%)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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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인식II. 4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4

있으십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들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 4

식 수준은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8.1%),

이며 이는 비교적 많은 이용자들이 차(33.3%) 4

산업혁명을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4

있습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들의 차 산업혁명 관심도는 4

매우 관심 있음 약간 관심 있음 로(13.3%), (34%)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차 산업혁명4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차 산업혁명 4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31.3%), (25.1%),

바일 빅데이터 로봇 클라(20.5%), (12.3%), (7.8%),

우드 컴퓨팅 순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3%) ,

넷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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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분야에서 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어느4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차 4

산업혁명 전개 수준은 상당히 미흡 어(29.7%),

렵게 추격 가능 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22.9%)

여 아직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전개 수준이, 4

미흡할 거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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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III. 4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데스크톱?( PC)

이용자들의 데스크톱 활용도는 매우 자주 사 PC

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로 설문 대(34.6%), (12.8%)

상 이용자들 중 절반은 데스크톱 를 자주 활PC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노트북?( )

이용자들의 노트북 활용도는 매우 자주 사용한

다 자주 사용한다 로 과반 이상이(36%), (16.4%)

노트북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스.

크톱 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노트북을PC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넷북?( )

평소에 넷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와 (40%)

사용하지 않는다 는 이용자는 과반 이상(13.7%)

으로 나타났으며 데스크톱 와 노트북에 비해, PC

현저히 활용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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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휴대폰스마트폰?( / )

휴대폰스마트폰의 활용도는 매우 자주 사용한 /

다 자주 사용한다 로 나타났으며(75.8%), (9.7%) ,

거의 대부분의 설문 대상 이용자들이 휴대폰스/

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전자책전용단말기?( )

설문 대상 이용자들 중 전자책전용단말기를 사

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거의 를 차지하며80% ,

전자책전용단말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프린터?(3D )

프린터의 활용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3D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약, 89%

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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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비콘?( )

평소 비콘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하며 특히 전체 분의 에 해당3 1

하는 이용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RFID)

설문 대상 이용자들의 활용도는 전혀 사 RFID

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44.9%), (14.6%)

로 나타났으며 과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RFID

있다.

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코드?(QR )

코드의 활용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QR

사용하지 않는다 로 사용하지(22.9%), (24.4%)

않는 이용자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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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트 디IT

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

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

설문 대상 이용자들 중 약 의 응답이 평소 67%

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고 답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

용자가 매우 미비하여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와

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데스크톱?( PC)

도서관 이용 시 데스크톱 활용도는 매우 자 PC

주 사용한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20.9%),

로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21.8%) ,

도서관 이용자 중 절반은 데스크톱 를 활용한PC

다고 볼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노트북?( )

도서관 이용 시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약 이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용자는30%

도서관 이용시 노트북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활용하.

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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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넷북?( )

도서관에서 넷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

는 이며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 를 합58.1% 11%

산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넷,

북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휴대폰스마트폰?( / )

휴대폰스마트폰을 도서관 이용 시 사용한다는 /

이용자는 거의 에 달하며 휴대폰스마트폰70% , /

을 소지하고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다른

장비보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전자책전용단말기?( )

도서관에서 전자책전용단말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거의 에 해당하며 사용하지72%

않는 이용자까지 더하면 거의 대부분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자책전.

용단말기의 평소 활용도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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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프린터?(3D )

프린터를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는 거 3D

의 없으며 약 의 이용자는 전혀 사용하지, 87%

않는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비콘?( )

설문 대상 이용자들 중 비콘을 도서관에서 사

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약 이며 약 에5% , 84%

달하는 이용자는 비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

하여 도서관에서 비콘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RFID)

를 도서관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용자 RFID

의 응답은 과반 이상이지만 약 의 이용자, 20%

는 를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RFID

다 노트북 휴대폰 등 상용화된 장비 외에는. ,

이례적인 활용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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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코드?(QR )

설문 대상 이용자 중 도서관에서 코드를 사 QR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에 달하67%

하고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약 로13% ,

도서관 이용 시 코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QR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스마IT

트 디바이스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웨어러블디바이스?( )

도서관 이용 시 웨어러블디바이스를 착용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으며 약 의 이용자는 전, 79%

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

하지 않는 수치가 프린터 다음으로 높은 것3D

을 확인할 수 있다.

귀하는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산업혁4

명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 중 도서관의 차 산업혁명 4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

우 만족한다 상당히 만족한다 로(0.6%), (12.9%)

나타났으며 기술 측면에서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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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상. 4Ⅳ

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4

이다.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4

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매우 그렇다 와 그(31.2%)

렇다 로 차 산업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35.6%) , 4

를 기대하는 이용자들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차 산업혁명은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킬 것4

이다.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킬 것 4

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매우 그렇다(27%),

그렇다 로 과반을 초과하였다 이는 기술(31.9%) .

발전에 힘입어 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

는 이용자들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4

를 완화시킬 것이다.

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양극화를 해결해줄 것 4

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매우 그렇다(14.5%),

그렇다 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혀 그렇지(22.6%)

않다 그렇지 않다 에 비해 비교적(9.4%), (15.7%)

높은 수치로서 정보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차4

산업혁명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용자들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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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은 도서관 내 기회와 일자리를4

늘릴 것이다.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 및 일자리에 관해 4

서 오히려 기회와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이용자는 약 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46%

이용자들이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서관의4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잇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인공지능? ( )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인공지능(23.4%), (28.5%)

기술이 도서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

었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을 기대.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사물인터넷? ( )

도서관에 사물인터넷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매

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의 수치를(28.3%), (34.6%)

합하면 약 의 이용자가 사물인터넷이 필요60%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이 가져올

편의성과 자동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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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 )

차 산업혁명시대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 4

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과(24.7%), (28.9%)

반의 이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빅데이터? ( )

빅데이터 기술이 도서관에 도입되어야 필요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는 약

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41%

약 로 나타나 대다수의 이용자가 빅데이터30%

기술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빅.

데이터 기술의 도입은 다른 기술과 비교할 때

매우 필요하다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

타났다.

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모바일? ( )

도서관에 모바일 기술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와 필요하다 의 응답(38%) (31.4%)

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기술이 지닌,

휴대성과 편의성 등의 장점을 도서관 서비스에

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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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을 위해 아4

래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로봇? ( )

도서관에 로봇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약 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3%

이 약 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도서관26% .

에서의 로봇 기술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 필요

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4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 )

설문 대상 이용자들 중 차 산업혁명 기술이 4

도서관의 인적자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비율은 약 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55% .

이는 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전문성과 업무4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볼 수 있

다.

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4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환경공간( ( ))

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서관의 공간 영역의 발 4

달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30.2%),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에 달하며(32.8%) 63% ,

이용자들은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 도서4

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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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4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바이스( )

도서관에 구비된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차 산 4

업혁명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나타났으며 차 산(32.5%), (36.8%) , 4

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도서관 디바이스의

개선을 이용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4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 )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에 대한 차 산업혁명 4

기술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26.8%),

다 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반 이상의 이용(32%) ,

자가 기술의 적용이 도서관 오프라인서비스 개

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래의 도서관 서비스4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

도서관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차 산업혁명 기 4

술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41.5%),

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서관(31.9%) ,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

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오프라인 서비스

보다 더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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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기술전문 사서 배치? ( )

기술전문 사서 배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대체(29.2%), (29.8%)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이용자들이.

향후 차 산업기술 도입에 대비한 전문 인력4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신기술 활용 교육? ( )

신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필요(31.3%), (35.3%)

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이용자들.

이 사서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 적용? ( )

업무 효율을 위한 기술 적용에 대한 이용자들

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34.7%),

로 약 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업(37.7%) , 72%

무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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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용자 위치 파악? ( )

도서관 내 이용자 위치 파악을 위한 기술의 필

요성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하다 로 필요하다는 의(18.7%), (28.9%)

견이 높았지만 이는 다른 기술에 비해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공간 활용도 분석? ( )

도서관 내 공간 활용도 분석 기술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27.6%),

하다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37.5%)

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이용자들,

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 )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들

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40.1%),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33.1%)

으며 다른 기술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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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도서관 서비스 안내 기기 배치? ( )

도서관 서비스 안내 기기키오스크 배치와 관 ( )

련하여 응답자들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27.5%),

하다 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과반 이상이(29.5%)

하였으며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제공? ( )

서가상 배가 위치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이용

자들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33%), (32.4%)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검색 및 열,

람 시 편리하게 도서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스마트 콘텐츠 구비? ( )

스마트 콘텐츠 구비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필요하다는(32.9%), (33.7%)

응답을 많이 했고 이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

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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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 (

여)

오감만족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22.7%),

하다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31.1%)

으며 도서관을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쉬운 대출반납? ( / )

쉬운 대출반납과 관련하여 절반에 가까운 이용 /

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

고 응답한 이용자도 였다 이를 통해 좀 더31% .

편리한 대출과 반납 시스템을 이용자들이 바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독서 흥미 유발 관련 기기 배치? ( )

독서 흥미 유발 관련 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27.2%), (31.5%)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서,

행위와 관련한 신기술의 도입에도 이용자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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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 ( )

신기술을 응용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용

자들의 약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60% ,

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신기술을

접촉기회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신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제공? ( )

설문 대상 이용자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로 신기술 활32.1%, 33.8% ,

용을 위한 이용자교육이 도서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용이성 측면? ( (UI ))

용이성 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UI)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필요하다고(48.9%), (28%)

응답하였으며 도서관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용이성을 제

고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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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정확성정보요구 부합? ( ( ))

정확성 및 정보요구 부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

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로 필(52%), (27.1%)

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다.

귀하의 도서관에 아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시의적절성? ( )

신규정보의 시의적절성을 제고할 기술에 대해

이용자들의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36.2%),

하다 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도서(31.5%) ,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신규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도입을 바라

고 있다.

도서관에서 차 산업혁명 기술 등 새로운 기4

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어떤 이

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설문 대상 이용자들이 응답한 차 산업혁명 기 4

술 서비스 대상은 일반전체 청소년 (44.7%),

장애인 어린이 노인(23.3%), (14.3%), (9.8%), (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향후에 아동청소·

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개발

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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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응답은 전자책전용단말기 프린(31.5%), 3D

터 웨어러블 디바이스(24.2%), (19.3%),

코드 비콘 순으로RFID(11.3%), QR (8%), (5.7%)

나타났으며 전자책전용단말기 프린터 웨어, , 3D ,

러블디바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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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검토자료 연구관련 유관기관의 핵심 연구보고서: (2014-2017)

주요

연구보고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미래창조과학부( , 2017)∙
차산업혁명과 미래발전 방향 전북연구원4 2030 ( , 2017)∙
기반 지능형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IoT (KISDI, 2016)∙
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분석 성공적 공약 추진을 위한 융합 정책19 : ICT (NIA,∙

2017)

년 산업 실태조사 전자부품연구원2016 ICT ( , 2016)∙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4 ( , 2017)∙

년 공동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7 ( , 2017)∙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4 ( , 2016)∙
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전략별 세부과제 기획재정부4 ( , 2017)∙

제 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2 (2017-19) ( , 2016)∙
제 차 산업혁명과 혁신정책4 (STEPI, 2017)∙
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4 (KDB, 2017)∙
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 적용 현황 및 시사점4 (KDB, 2017)∙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문화정책과 한류산업 전략4 , (KOFICE, 2017)∙
차 산업혁명 트렌드 분석4 (KOFICE, 2017)∙

산업혁신관점 제 차 산업혁명 이해4 (KISDI, 2017)∙
일본의 제 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4 (STEPI, 2017)∙
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4 , (RIG, 2017)∙
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와 전략4 (KAIST, 2017)∙
차 산업혁명 주요 개념과 사례4 , (KIET, 2017)∙

제 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4 (KRIVET, 2017)∙
딥 시프트 의 시작 차 산업혁명(Deep Shift) , 4 (POSRI, 2017)∙
세계화와 차 산업혁명 민간 공공 의 역할4 , ‘ ’ VS ‘ ’ (NRC, 2017)∙
독일 미국 일본의 차산업혁명 정책 스마트제조 표준화 전략 한국표준협회/ / 4 - ( , 2017)∙
미래산업 발전전략 차 산업혁명(4 )(NRC, 2017)∙
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산업통상자원부4 ( , 2017)∙
차 산업혁명의 시대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4 (IBK, 2017)∙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인재 호모 컨버전스4 - (KFB, 2017)∙
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4 (HRI, 2017)∙
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산업의 과제4 , (KOCCA, 2017)∙

한국형 차 산업혁명 과 대 추진역량4 Framework 3 (POSRI, 2017)∙
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상생 발전 방안4 , (KOCCA, 2017)∙
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대응 방향4 (BDI, 2017)∙

독일 일본의 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4 (KDB, 2017)∙
차 산업혁명 완성을 위한 디자인 혁신4 (KID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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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차 산업혁명 추진전략동향4 (ETRI, 2017)∙
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4 (KISTEP, 2017)∙
년후대한민국 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산과 소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 , 4 ( , 2017)∙

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공기업 사례통해 변화모색4 , (12Max, 2017)∙
주요 제조강국의 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4 (NRC, 2017)∙
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4∙

(KIHASA, 2017)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추진계획 한국고용정보원4 ( , 2017)∙
차 산업혁명 현재와 미래 키워드 분석 중심4 , NW (STEPI, 2017)∙
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산업전략4 (KIET, 2017)∙

한국형 차 산업혁명 대응전략4 (KDB, 2017)∙
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선4 100 (NIA, 2017)∙

일본이 바라본 글로벌 산업전망과 차 산업혁명의 영향4 (KIAT, 2017)∙
년 정부부처 업무계획에서 본 차 산업혁명2017 4 (NIA, 2017)∙

차 산업혁명 영향과 정책동향4 (KORCHAM, 2017)∙
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4 (STEPI, 2017)∙
차 산업혁명과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4 (KCTI, 2017)∙

제 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의 이해4 (Digital Transformation) (KISDI,∙
2017)

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소고4 (BIOLN, 2017)∙
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4 (KDI, 2017)∙
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4 (KEIT, 2017)∙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4 (KRIHS, 2017)∙
제 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4 (KRIHS, 2017)∙
차 산업혁명의 시작 음성인식 경영연구소4 , (KB , 2017)∙
차 산업혁명 시대 개화와 주요국의 대응방향4 (KDB, 2017)∙

제 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갈 방향4 , (KRIHS, 2017)∙
제 차 산업혁명과4 ICT(ETRI, 2017)∙
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다양성으로 접근하기4 , (STEPI, 2017)∙
차 산업혁명의 중심 무인 기술 산업4 , (IBK, 2017)∙
차 산업혁명4 (CONEX, 2017)∙
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산업 삼정4 , ( KPMG, 2017)∙

제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4 (KERI, 2017)∙
차 산업혁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4 ( , 2017)∙
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4 (NIA, 2017)∙

지능시대와 제 차 산업혁명4 (KIET, 2016)∙
제 차 산업혁명의 기반 시스템4 , CPS(SPRI, 2016)∙
싱가포르의 차 산업혁명 대응과 전략4 (NIA, 2016)∙
인공지능 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간의 미래, 4 (STEPI, 2016)∙
제 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4 (NIA, 2016)∙
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4 (KRIV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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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4 (KRIVET, 2016)∙
제 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다4 (FKII, 2016)∙
일본 정부의 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과제 한국표준협회4 ( , 2016)∙
스마트 신인류가 이끄는 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전망컨퍼런스4 (2017 ICT , 2016)∙
차 산업혁명과 미래 디바이스 대응 전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4 ( , 2016)∙

제 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4 : (BO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 차 산업혁명 신한4 ( , 2016)∙
중국의 차 산업혁명 실천전략‘4 ’ (KDB, 2016)∙
주요 선진국의 제 차 산업혁명 정책동향4 (IITP, 2016)∙
주요국의 제 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분석4 (IITP, 2016)∙
제 차 산업혁명 신지평과 주요국 접근법4 (IITP, 2016)∙
사물인터넷 표준화 현황(IITP, 2017)∙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STEPI, 2017)∙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KISDI, 2016)∙
인터넷의 진화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 사물인터넷: (KISDI, 2016)∙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애 개선방안(KERI, 2015)∙
사물인터넷 국내연구 동향분석(NIA, 2015)∙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IITP, 2015)∙
사물인터넷 기술과 미래서비스 방향 이해(IITP, 2015)∙
일본 제조업 분야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와 정부의 대응 동향(IoT) (IITP, 2015)∙
중국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정책과 시장 경쟁구도(IITP, 2015∙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KISA, 2015)∙
사물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 유럽 미국의 대응, (IITP, 2015)∙
사물인터넷 현황과 의미분석 그리고 기업과제, (IDG, 2015)∙
사물인터넷 실현을 위한 플랫폼 및 기술 동향(STEPI, 2014)∙
영국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 정책동향(IITP, 2014)∙
사물인터넷 국내외 주요 적용사례 분석과 시사점(KDB, 2014)∙
차세대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 의 가능성, (IoT) (HIF, 2014)∙
사물인터넷의 진화와 정책적 제언(STEPI, 2014)∙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 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IoT) (STEPI, 2014)∙
사물인터넷 발전지원 및 신뢰도제고 정책대안(KCA, 2014)∙
국내외 사물인터넷정책 및 시장동향 사례, SVC (MSC, 2014)∙
지능정보사회의 문화예술 변화와 전망(NIA, 201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방안_ (KCC, 201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서비스(KERIS, 2008)∙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체자료 서비스 전략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 2017)∙

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국립중앙도서관2017 ( , 2017)∙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 2017)∙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2017)∙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와 유기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2017)∙

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7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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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4 IT ( .∙
2017)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2014-2018( , 201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2015)∙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 2015)∙
울산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울산광역시( , 2017)∙
제 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 (2014-2018)( , 2014)∙
제 차 청주시 도서관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 청주시2 ( , 2016)∙ ・
제 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4 ( , 2017)∙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 , 2016)∙
독서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저작툴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09)

주요

참고자료

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2016-2020(Library of Congress, 2015)∙
NMC Horizon Report: 2017 Library Edition(Adams, B. et al. 2017)∙
도서관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황분석 및 서비스 적용방안 김태영 외( ,∙
2017)

사물 인터넷 민경식(Internet of Things)( , 2012)∙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IoT) : S∙
중심으로 노동조 손태익( , , 2016)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홈페이지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 2017)∙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17)∙
제 차 산업혁명의 정신과 국회도서관의 역할 조명대4 ( . 2017)∙
중국의 혁신드라이브 전략과 차 개년 규획 홍성범13 5 ( , 2016)∙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이강원 손호웅( , . 2016)∙
차세대디지털도서관의 발전방향논의에 관한 연구 노영희( . 2014)∙
차 산업혁명 시대 대체하기 쉬운 직업과 대체할 수 없는 직업4 , (SKTInsight,∙

2017)

국가직무능력표준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7)∙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한국도서관협회( , 2015)∙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2016)∙
The Future of Employment(Oxford Univ., 201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과 지원 조완섭( , 2017)∙
미국의 시빅테크 동향과 과제(Civic Tech) (KIET, 2016)∙
융합의 또 다른 이름 사이버 물리 시스템 손상혁, ( , 2016)∙

차 산업혁명과2017 business Platform Day-4 Digital Transformation? (ROA,∙
2017)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의 이해 김민식 이가희(AI) ( , , 2017)∙
공룡보다 카멜레온 조직역량이 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다 김성남4 ( , 2017)∙
실감형 콘텐츠 조용상( , 2015)∙

제 의 공간 개념을 적용한 공간디자인의 마케팅 효과 박성신‘ 3 ’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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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 , , 2015)∙
기술 적용사례와 시사점 서기환Green GIS ( , 2010)∙

도서관 설립 운영절략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 , 2008)∙
도서관을 만나다 기술로 진화하는 도서관 성균대학교 학술정보관. ( , 2016)∙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사례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16)∙
도서관 빅데이터 기반의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사례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2016)

국립세종도서관 건립공사 대림산업기술연구소( , 2012)∙
국립세종도서관 주요업무계획 국립세종도서관( , 2014~2017)∙
지능형 로봇의 최신 기술 및 표준동향 한국로봇산업협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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